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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에서 시작된 재즈와 대중음악은 클래식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이 교육용 피아노

교재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양적 및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피아노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프리미어 시리즈 전 레벨에 수록된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및 어법이 사용된 악곡들을 장르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성격을 파악한 후 교수학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위한 이론

적 배경으로는 재즈와 대중음악의 기원부터 파생 장르에 이르기까지 흐름

을 정리하여 본론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두 피아노 교재에 수록된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

일 악곡을 분류한 결과 전체 악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31.5%, 알프레드 43.6%로 나타났다. 사용된 장르로는 재즈의 기원이 되는

흑인영가, 가스펠, 케이크워크, 랙타임부터 재즈와 대중음악의 모체가 되는

중요한 장르인 블루스를 비롯하여 부기우기,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 록,

그리고 대중음악 장르인 컨트리, 폭스트롯, 팝 발라드, 뉴 에이지, 재즈와

블루스의 융합체인 재즈 블루스, 재즈, 재즈왈츠, 댄스음악 장르인 펑크와

고고까지 총 18개의 장르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텐션과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 4도 마이너, 모달 인터체인지, 파워 코드, Ⅰ-Ⅵm-Ⅳ-Ⅴ , Ⅰ-

Ⅵm-Ⅱm-Ⅴ, Ⅰ-bⅦ-bⅥ-Ⅴ 진행 등 다양한 재즈와 대중음악 어법의 사용

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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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과 어법은 리듬, 화성, 음계, 음정

개념의 효율적 학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음악적 어휘력과 상상력 발달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선의 교사들과 피아노 전공자들은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에 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지식을 갖추고 레슨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이 융합과 협업의 시대를 살아가는 피아노 교사

와 전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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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클래식 음악이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면 재즈는

1920년경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되어 대략 100여 년의 짧은 시간 동

안에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로 발전하였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즈는 클래식 음악은 물론 미술, 무용 등의 인접 예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재즈는 대중 예술의 한 장르뿐 아니라 실

용음악이나 상업 음악과도 접합되어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클래식 피

아노 교육의 영역에서도 재즈와 대중음악 어법의 학습이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아노 수업에 있어서 흥미 유발

에 의한 동기 부여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성공적인 피아노 교육을 위해 클래식 이외의 다양한 음악 장르나 음

악 이외의 관련 영역을 피아노 교수법에 접목하는 통합 교육 방법의 개발

은 필수적이다.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은 이러한 다양성 추구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아노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즈 및

대중음악 관련 학습의 양상은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이다. 부교재의 개념으

로 반주법, 실용 반주법, 재즈 교본 등을 학습하지만 해당 교재들의 내용적

체계 또는 주 교재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몇몇 교재를 통해 재즈 스타일을 경험하더라도 개념적 이해

1) Marienne Uszler & Stewart Gordon,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NY: Schimmer, 199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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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들고 다음 단계의 응용력으로 발전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작금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추

세인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의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자연히 우리나라에서 주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피아노 어드벤처2)와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피아노 교본3)에 이들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향하였다. 이에 두 교재

에 이 범주의 레퍼토리가 양적으로는 얼마만큼 그리고 질적으로는 어떤 내

용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단계별로 제시되

는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이 교재 전체의 맥락 속에 어떤 관계를 갖는지

도 연구 소재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을 가진 교육용 레퍼토리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즉 일

선 피아노 교사와 교사를 지망하는 전공자들에게 스타일에 대한 정확한 지

식과 교수학적 의미를 인지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피아노 교재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부분 클래식 음악 전공자인

피아노 교사들의 재즈와 대중음악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도 연구의 목적에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려는 피아노 교수학자들에게도 매우 실질적이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랜달 페이버 & 낸시 페이버(Randal Faber & Nancy Faber) / 『피아노 어드벤

처 1A-8』(서울: (주)뮤직에듀벤처, 2015)
3) 데니스 알렉산더 외 4인 공저(Dennis Alexander et al.) /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피아노 1-8』(서울: 상지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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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재즈 스타일을 다룬 단독 피아노 교재, 재즈와 실용음

악 관련 연구, 음악 교육 및 피아노 교수학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현황 참작을 위해 연구 논문이 아닌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의 피

아노 교재를 먼저 알아보았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즈 및 대중음악

을 위한 교육용 시리즈로는 『피아노 어드벤처』의 저자인 Nancy &

Randall Faber의 『Jazz & Blues 1-6』4)가 있다. 이 시리즈에는 1에서 6

까지 난이도로 분류한 블루스와 재즈 스타일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한편 영국 로열 음악원의 급수시험인 ABRSM에는 재즈 피아노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룬 Jazz P iano 레벨 1-55)가 있다. 재즈 스타일 악곡들, 스케

일, 청음, 가이드북으로 나뉘어 재즈피아노를 즉흥연주까지 가능하도록 준

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이엠피 미디어에서 어린

이를 위한 재즈 피아노 학습을 위한 주 교재 『재즈 솔로』시리즈와 『재

즈 워크북』이 1에서 6까지의 레벨로 출간되고 있었다.6) 『재즈 솔로』는

유명 재즈 스탠더드 악곡들을 정통 재즈 이론을 기반으로 편곡하여 바이엘

중반에서 체르니 40번까지 병용곡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즈

워크북』은 선생님 레슨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 지침서 개념의 부교재

였다. 이상은 재즈 및 대중음악을 내용으로 단독 출판된 교재들이다.

4) 랜달 페이버 & 낸시 페이버(Randal Faber & Nancy Faber) 『Jazz & Blues

1-6』(서울: (주)뮤직에듀벤처, 2012)
5) ABRSM , J azz P iano 1-5 (London: ABRSM, 2019),
6) 아이엠피미디어편집부, 『재즈 솔로 1-6』&『재즈 워크북』(서울: 아이엠피미

디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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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경우 “재즈” “대중음악” “피아노 교육”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주

로 재즈, 대중음악, 실용음악 어법을 활용한 피아노 반주와 관련한 논문이

많이 검색되었다. 그 중 강명희(2008)는 “창의적인 즉흥연주를 위한 피아노

교수 방안”에서 재즈의 당김음, 블루노트, 화성 적용으로 “Happy Birth

Day” 악곡을 편곡한 예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즉흥연주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외 논문으로 Phillip Pedler(2011)는 “The Blues Scale”에서 블루스 스케

일과 블루스 형식 그리고 재즈 블루스에 대하여 논하였다.

김혜은(1996)의 “미국 피아노 교재가 가지고 있는 미국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국적인 특성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블루스, 록, 부기우기

를 다루고 있지만 제목에서 오는 유추로 곡을 분류하고 구체적 분석 없이

단편적인 서술에서 끝났다. 국외 논문으로 Brooke E, Trapp(2020) “클래식

피아노 교사를 위한 재즈 페다고지: 초·중급 레벨의 학생을 위한 소

개”(Jazz Pedagogy for the Classical Piano Teacher: Introducing Jazz to

Beginning and Intermediate-Level Students)에서 초심자를 위한 블루스를

바탕으로 한 재즈 즉흥연주와 컴핑(Comping)7)을 제시하고 있다. Hye Jee

Jang(2019)의 “마사 마이어의 재즈 초급 솔로와 앙상블 작품 분석 연

구”(Analysis Of Jazz Elements In The Solo And Ensemble Educational

P iano Compositions By Martha M ier)에서는 교육적 작품 작곡가 마사

7) 컴핑(Comping)이란 ‘동반하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의 Accompany(반주하다)의

약자로서 재즈 연주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솔로를 연주하는 사람

의 흥을 돋우고 리듬을 강조하기 위해 불규칙한 간격의 화음으로 반주하는 것

을 말한다. 화음을 재현할 수 있는 악기이면서 리듬 섹션을 담당하는 피아노,

기타와 같은 악기에서 볼 수 있다. 서동민, 『실용화성학』(파주: 삼호ETM,

200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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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의 초급 재즈 솔로와 앙상블 작품집을 분석하였다. 본 저자(2015)는

“피아노 교재 Piano Adventures와 Alfred’s Premier Piano Course에 수록

된 재즈 스타일 레퍼토리 분석연구.”에서 두 교재의 레벨 별 재즈 스타일

의 항목을 나누어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개별 스타일의 분석과 교수학

적 통찰은 시도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본 논문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독으로 출판된 재즈 관련 레퍼토리 교본이 아닌 통합

교재 속에 수록된 스타일의 양상을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교육적

의미를 추출할 것이다.

둘째, 재즈나 대중음악 연구의 대다수가 특정 스타일, 기법 지도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다양한 장르들을 포괄함과 동시에 구체

적인 분석에까지 이르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시각을 함께 적용할 것이다.

셋째, 단순 분류 이상의 심층 이해로 발전하지 못한 기존의 교육학, 교

수학 관련 연구로부터 진일보하여 특정 스타일이 피아노 학습에서 어떤 효

과와 유익을 갖는지에 대한 통찰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교재 시리즈의 전 레벨에

수록된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및 어법이 사용된 악곡들을 분류하고 그

특징과 성격을 파악한 후 교수학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차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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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피아노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프리미어 교재에 수록된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레퍼토리를 장르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스타일을 분석하

며 교수학적 해석을 첨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기초 지식

으로 재즈와 대중음악 장르들의 시대적 배경과 변천 양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파생된 다양한 장르의 기원 및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클래식 음악에서 사용되지 않는 재즈 관련 용어들은 해당 페이지에 각주를

붙여 이해를 돕겠다. 레퍼토리 분류에서는 두 교재의 각 레벨에 나타난 재

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을 장르별로 정리하여 분석의 편의를 도모한다. 본

론에서는 분류된 스타일의 구체적인 성격과 어법을 파악하고 교재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알아본 후 그에 따른 교수학적 해석을 첨가할 것이

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분석과 해석에 의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화성, 리

듬, 음계, 음정 및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에서

는 연구된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창출했는지 밝히고 앞

으로 이 영역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 시리즈 1권에서 7권까지 A, B 구성의

14권과 단권 구성인 8권을 더한 총 15권에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8권

을 합한 23권의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의 기준으로는 제목에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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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또는 장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내용적으로 스타일이 뚜렷한 경우, 악

곡에 부분적으로 재즈 및 대중음악 어법이 사용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교재 분류의 장에서 밝히겠다. 단 부분적으로 적용된

어법의 경우 스타일 해석의 장에서는 기타 항목으로 모아서 서술한다. 교

재 특성상 두 시리즈 모두 초반 레벨에서는 교사 반주 부분에 스타일이 나

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주목적이 교사들의 이해도 증진이라고

볼 때 당연히 포함시켜서 논의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은 재즈와 대중

음악 스타일의 이해와 교수학적 의미 파악 자체에 있으므로 어드벤처와 알

프레드 두 교재의 비교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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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재즈(Jazz)의 기원

1) 재즈의 정의

요하임 E. 베렌트(Joahaim E. Berendt, (2014)는 그의 저서 『재즈북』

(DAS JAZZBUCH)에서 재즈란 흑인이 유럽 음악을 접하면서 미국에서 발

생한 예술음악 형식이라고 정의했다.8) 음악의 구성요소에서 화성은 서양음

악 전통에 기인하고 있으며 리듬과 프레이즈, 사운드적 요소들은 아프리카

음악과 미국 흑인 음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파퓰러음악용어

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에서는 재즈는 작품보다 연주자의 연주에 중

요성을 부여하는 특성 때문에 즉흥적으로 풀어나가는 연주 자체가 감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9) 위 두 가지의 정의는 재즈의 본질을 설명한 것

으로써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재즈의 형태와 내용은 시대와 더불어 변

화해왔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자유로움은 재즈의 또 다른 특질이 된다.

재즈에 붙는 여러 가지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곡 자체보다는 연주자의 연주

8) 요아힘 E. 베렌트(Joachim E. Berendt) / 한종현 역, 『재즈북』 (서울: 자음과

모음, 2004), 803.
9)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2. https://

m.terms.naver.com/entry.naver?cid=60517&docId=521582&categoryId=60517 [20

21. 5. 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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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이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나타난 양상, 그 양상이 발

생한 지역 혹은 스타일의 특징이 재즈의 명칭이 된다.

이처럼 하나의 단순한 장르로 정의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변종을 내

포한 재즈는 경우에 따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클

래식 음악에 대응하는 재즈 음악’의 경우는 재즈와 그에 관련된 장르와 스

타일, 랙타임이나 블루스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랙타임은 재즈가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했었다.’와 같은 명제 속 재

즈는 구체적 시대성과 정체성을 보이는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재즈 이전의 스타일부터 재즈에서 파생된 다양한

장르들이 학습용 피아노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재즈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규정될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재즈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정황과 요인들을 먼저 알아보겠다.

2) 흑인 노예의 노래

재즈의 기원은 미국의 역사 속 흑인 노예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흑

인 노예제의 시작은 1441년 포르투갈 선장이었던 곤잘레스라는 인물에 의

해 남녀 각 1명의 아프리카인들을 포로로 데려온 것이었는데, 이후 많은

흑인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편 1492년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

(Isabel 1, 1451-1504)의 후원에 힘입어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는 지금의 쿠바와 미국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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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흑인 노예들은 중남미 개척과 사탕수수 농장 일에도 투입되었다. 16

세기가 되면 로마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

출을 꾀하게 된다. 그 당시 영국은 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륙 개척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미국 흑인 노예제의 시작은 1691

년 버지니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된 이후부터였다. 미국의 흑인들은 중남미

특히 서인도제도를 경유하여 들어왔는데 이런 경로를 통해 재즈와 대중음

악의 뿌리 리듬인 아프리카계 3 : 3 : 2 리듬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것으

로 보인다.

미국 흑인 노래의 기원에 대한 마일스 마크 피셔(Miles Mark Fisher,

1899-1970)의 Negro Slave Songs in the United States10)에는 1676년경

흑인 노예들이 타악기를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는 찬송에 관한 기록

이 존재한다.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이 갖고 있던 아프리카의 관습, 종교 등

모든 유산을 금기시하였다.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음악적 특성을 그들 나름

의 방법으로 분출시켰는데 이는 샤우트(Shout)나 할러(Holler)11)와 같은 방

식이었다. 문자 그대로 외치는 소리로도 표현하였지만 짧은 단어의 노래에

음정을 넣어 지르듯 하는 그들만의 우회적 분출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샤

우트와 할러는 후에 블루스 창법에 진한 흔적을 남긴다. 흑인들은 농장이

나 철도에서 일할 때 노동요(Work Song)를 부르며 작업에 일정한 리듬을

주어 일의 고됨을 완화시키려 하였다. 리더가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

것을 받으면서 부름과 응답12), 솔로와 합창이 교대로 노래하는 안티포니

10) Miles Mark Fisher, Negro Slave Songs in the United States (NY: Kensint
on Publishing Coporation, 1960)

11) 외침, 절규라는 뜻으로 원시적인 사운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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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hony) 스타일13)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요는 노예 해방과

노동력의 기계화에 의해 급격히 쇠퇴해 갔다.

미국 흑인의 노래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흑인 영가(Negro Spirituals)

이다. 노예가 된 흑인들이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700년대 후

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 의해서였다. 흑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따라 백인들은 흑인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도

록 개종시켰다. 흑인들은 성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서의 내용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입하여 깊은 호소력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

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박해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간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주도한 여리고의 전투에

관한 내용들은 그들의 고통을 종교와 음악으로 풀어내는 매개가 되었다.

이처럼 흑인 영가는 노예 생활의 억압과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장르이다.

1860년 11월,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공화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4개 조항 중 하나가 노예제의 폐지였다. 그러나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노

예제도 폐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남부 주민들은 사우스캐

12) 메인 보컬과 백그라운드 보컬, 각 악기 등이 ’상호 연주’로서 연주에 서로 호

응하는 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

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4

963&cid=50334&categoryId=50334. [2021. 5. 13 접속].
13) 부름과 응답(Call & Response)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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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미시시피 7개

주를 미국의 주에서 탈퇴시키고 남부 동맹을 결속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제

퍼슨 데이비스(Jefferson Davis, 1808-1889)로 내세워 링컨에 대항하는 운

동을 펼친다. 마침내 1861년 4월 12일 아침 남군이 북군을 공격하면서 남

북전쟁이 시작된다. 3년여의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 1864년 1월 1일

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흑인들은 해방

을 맞이하게 된다.

3) 블루스의 탄생

흑인 노예제 아래 미국에는 약 4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다고 한

다.14)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미국 흑인들은 노예 시절에 배불리 먹지는 못

했어도 식생활에 걱정은 없었다. 해방 후에는 어디서 일을 하더라도 인종

차별 문제가 있었으므로 많은 흑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백인 사업주로서도 노예제의 해방은 노동력의 큰 손실이었다. 그들은 백인

노동자에 비해 싼 흑인 노동자들을 형편없는 임금으로 고용하였다. 흑인

노동자들은 주로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

게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과 괴로움 속에서 탄생한 것이 블루스(Blues)이다.

흑인들은 고유한 독자적인 음악성으로 가난, 실연, 고통, 탄식, 괴로움, 슬

픔, 절망감을 노래로 엮었다. 1800년대가 끝나고 1900년에 들어설 무렵 전

형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블루스 고유의

14)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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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세 가지 특성으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사의 구성이다. 3행

시 형식으로 첫 1행이 어떤 상태나 심리를 나타내고 2행은 1행의 반복이며

마지막 3행은 그 상태나 심리의 이유를 설명한다.15)

여름 , 여름 내내 일하고

가을, 가을 내내 일하네. 
이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엔 

내 작업복을 만들어야지 

<블루스 가사의 예>16)

위 블루스 가사는 흑인 노동자 계급의 애환을 담고 있다. 1행에 여름 내

내 일하는 자신의 삶을 말하고 2행에서 가을에도 내내 일하는 자신의 상황

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3행에서 겨울인 크리스마스에 작업복을 만들어야겠

다고 역설적인 고백적 서술을 하고 있다. 위의 가사와 같이 블루스는 A A

B의 형식을 갖는다. 그 당시 블루스 가수는 우선 머리에 떠오른 어떤 상태

를 가사 내용으로 노래했다. 그 상태의 이유를 가사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행을 2행에서 반복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멜로디에 사용되

는 음계이다. 서양의 음계는 7음 음계이다. 아프리카계 흑인이 사용하는 음

계는 5음 음계였다. 흑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두 음에 유의하

며 독자적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 음은 미(E)와 시(B)였다. 흑인들은 익숙

하지 않은 음이었던 미와 시음을 노래할 때면 미끄러져 내려가듯 모호하게

15)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40-42.
16) 시드니 핑켈스타인(Sidney Finkelstein) / 남정우 역, 『재즈 삶과 소통의 음

악』(서울: 예솔, 201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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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내었다. 반음이 내려간 것과 비슷한 소리였는데 평균율에 의한 조

율체계로 합의된 서양의 음계 질서 안의 정확한 반음은 아니었다. 이것을

오늘날 블루스 음계라 하고 미♭과 시♭을 블루노트라 한다.17) 이후에 비

밥 시대18)에 이르러 솔♭까지 합쳐진다.19) 이렇게 블루스 스케일이 탄생했

고 가스펠,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 힙합에 이르기까지 이 음계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는 화성 진행이다. 아프리카 음악에는 유럽 음

악처럼 명확한 화성이 없었다. 노예 해방 이후 악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된

흑인들은 비교적 값이 싼 하모니카를 구입해서 불었다. 하모니카는 초기

블루스의 슬픈 신음이나 절규와 잘 어우러져 애용되는 악기가 되었다. 남

북전쟁 이후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 기타가 흑인들에게 보급될 수 있었

다. 블루스 가수는 이 기타를 듣고 따라 하는 정도의 독학에 의해 노래했

기 때문에 어려운 화성은 구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블루스는

Ⅰ, Ⅳ, Ⅴ의 단순한 화성을 가지고 노래하였다.

Ⅰ Ⅰ Ⅰ Ⅰ
Ⅳ Ⅳ Ⅰ Ⅰ
Ⅴ Ⅴ Ⅰ Ⅰ

Ⅰ (Ⅳ)Ⅰ Ⅰ
Ⅳ Ⅳ Ⅰ Ⅰ

Ⅴ Ⅳ Ⅰ (Ⅴ)
<초기 블루스 화성진행>20) <정착된 블루스 진행>21)

17)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42-43.
18) 1940년대 초반 형성된 상업적인 스윙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모던 재즈를 지칭
한다.

19) 요아힘 E. 베렌트(Joachim E. Berendt) / 한종현 역, 『재즈북』 (서울: 자음과

모음, 20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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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Why do people believe in some old sign?

F7                C7

Why do people believe in some old sign?

G7                  C7

You hear a dog howl, someone is surely dyin'.

<초기 블루스의 화성이 사용된 예>22)

위의 화성 진행은 블루스 탄생 시기의 화성 진행으로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 이외에 16마디 블루스도 존재하고 여타 마디 구성의 블루스도 존

재한다. 블루스를 재즈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화성 진행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한다.

4) 랙타임과 브라스밴드

1890년경 남부 미주리 주에서 흑인들에 의해 2박자계의 화음을 왼손이

담당하고 오른손은 오프 비트(Off Beat)23)의 싱커페이션을 가진 멜로디를

연주하는 스타일이 유행한다. 이것이 랙타임이다. 1890년 악보로 출간되면

20)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44.
21) Mark Harrison, Blues P iano (Wisconsin: Hal Leonald Coporation, 2003), 15.
22) 존 스웨드(John Szwed) / 『재즈 오디세이』(파주: 바세, 2000), 58.
23) 재즈의 전형적인 리듬으로 2박과 4박에 악센트를 붙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2. https://t

erms.naver.com/entry.naver?docId=521224&cid=50334&categoryId=50334. [2021.

5. 1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1224&cid=50334&categoryId=50334


- 16 -

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출간한지 10년도 안되어 미 해군 군악대 콘

서트밴드에서도 주요 레퍼토리가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랙타임은 아프리

카계 미국인 즉 흑인으로부터 유래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랙타임

발생 20년이 채 못 되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와 에릭 사티(Erik Satie, 1866-1925)에 의해 랙타임이 작곡될 정도로 유럽

의 클래식 작품에 미국의 랙타임이 영향을 끼친다. 당시의 팝송에서도 랙

타임의 차용이 있었다고 하니 랙타임의 인기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올리언스는 미국 남부 최대의 항구도시였다. 처음에는 스페인이 점령

하였고 17세기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18세기인 1764년에 다시 스페인

령이 되었다. 그 후 1795년에 스페인은 미국에게 뉴올리언스 항구를 개방

하고 1803년에 마침내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24) 이러한 역사 때문에 뉴올

리언스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문화가 뒤섞여있다. 이 도시의 구성원 또한

여러 인종의 집합체였다. 스페인인, 프랑스인, 영국인, 미국의 백인과 흑인,

백인과 중남미 흑인 사이의 크레올까지 뉴올리언스의 문화는 혼혈 문화였

던 것이다. 당연히 뉴올리언스에는 다양한 음악이 혼재하고 있었다. 당시

뉴올리언스에서는 백인들의 브라스밴드가 가장 인기 있었고 행사 때마다

브라스밴드가 시가를 행진하였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은 브라스밴

드를 좋아하여 백인들의 연주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도 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남북 전쟁 이후 남군의 패배로 남군의 군악대가 다루던

악기가 싼값에 팔렸는데 가난한 흑인들은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24)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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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은 어깨 넘어 백인들의 연주를 보아 온 정도였으나 그들을 모방하면

서 차츰 백인의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고유 음악의 빛깔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흑인의 브라스밴드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흑인 영가, 블루

스, 랙타임 등의 발전에 기여한다. 혼혈인인 크레올은 음악교육 수준이 순

수 흑인들보다 나아서 크레올 계층에 의해 흑인들은 백인의 음악을 배우게

된다. 뉴올리언스의 최대 축제인 마디 그라 축제에는 브라스밴드가 행진곡

풍 음악을 담당하였다. 축제 외에도 예컨대 장례식을 치룰 때 브라스밴드

를 고용하여 음악을 담당시키는 등 재즈를 설명할 때 브라스밴드를 빠트릴

수 없다. 장례식에서 찬송가를 브라스밴드가 엄숙하게 연주하고 시신을 매

장한 후 무겁게 덮였던 큰 북의 천을 벗기고 신나게 분위기를 바꾸어 행진

곡 풍 재즈를 연주하는 것은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이런 브라스밴드의 음

악으로부터 뉴올리언스 재즈의 2박자계 스윙감과 집단 즉흥연주의 특징이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재즈의 원조인 뉴올리언스 재즈이다.

2. 재즈의 시대별 변천

1) 뉴올리언스 재즈와 스토리빌(New Orleans Jazz and

Storyville)

19세기 후반부터 뉴올리언스 서남쪽 미시시피 강 주변 스토리빌에는

윤락가가 즐비하였다. 뉴올리언스 시는 1857년 3월 법률로 미시시피 강 주

변을 영업장소로 지정하고 1897년 2월 공식적으로 입법화하였다.25) 공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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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법한 일은 미국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였다. 이 스토리빌에서 클

래식 음악이나 살롱음악이 연주되기도 하였는데 크레올 피아니스트 젤리

롤 모턴(Jelly Roll Morton, 1890-1941)도 피아노 연주로 인기몰이를 하였

다고 한다. 스스로 재즈의 발명가라고 자칭했던 모턴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어도 그가 재즈에 기여한 공적은 크다. 스토리빌 주변에는

윤락가 외에도 많은 카바레(Cabaret), 배럴하우스(Barrelhouse; 값싼 술집),

홍키통크(Honky-tonk; 선술집), 댄스홀이 있었다. 이 장소들을 통해 재즈

는 성행하였고 자연히 뉴올리언스 재즈 음악인들의 일터가 되었다. 스토리

빌에서 밴드 구성은 소편성의 캄보밴드로 댄스곡이나 유행하는 곡을 연주

하였다. 이 스토리빌에서 뉴올리언스의 악기 구성인 코넷, 클라리넷, 트롬

본, 기타, 베이스, 드럼과 같은 악기 편성이 자리 잡았다.26) 2박자계의 행진

곡풍 리듬에 관악기들의 집단적 즉흥연주가 특징인 뉴올리언스 재즈는 20

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뉴올리언스 재즈는 관악기 위주의 구성 속

에서 악기 군별 집단적 즉흥연주를 보여주는데 악기군 별 선율선이 혼재되

어 나타나는 양상이 뉴올리언스 재즈의 특징이다.

2) 뉴올리언스 재즈: 시카고 스타일(New Orleans Jazz: Chic

ago Style)

뉴올리언스 출신의 재즈 연주자들은 남부를 떠나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

25)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67-68.
26) 히라쿠 아오키(Hiraku Aoki) / 김석완 역, 『팝음악의 역사: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6),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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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뉴욕에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전체에 뉴올리언스 재즈를 보급

시켰다. 뉴올리언스 재즈는 더 이상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1900년대 초

반의 미국 음악을 대표하는 스타일이 된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유럽의 어떠한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한동안 중립국

의 위치에 있었다. 1916년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공격에 많은 미국 상선이

격침되자 1917년 4월 6일 영국과 프랑스 주축의 연합국에 합류하여 1차 세

계대전에 뛰어들게 된다. 1918년 미국이 유럽 원정군으로 보낸 병력은 약

200만 명에 달하였다. 뉴올리언스는 해군 군항으로서 중요한 요충지였다.

1917년 당시 해군 장관은 스토리빌을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고 많은 스토리

빌의 음악가들은 일터를 잃게 된다. 남부의 재즈 음악가들은 시카고 혹은

뉴욕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 공업지대가 밀집되어있던 미국 북부

지역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1916년 남부 흑인 노동자들의 하루 임

금은 70-80센트였으나 북부의 공업도시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시간당 30센

트를 주었다고 하니 북부로의 이동은 당연한 일이었다. 뉴올리언스의 뮤지

션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시카고는 약 10년 동안 재즈의 중심지가 되는데,

그곳에 원래 정착하였던 백인 음악가들이 뉴올리언스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이어받아 생성된 것이 시카고 재즈이다. 둘의 융합된 스타일은 이후에 ‘시

카고 스타일’로 불리게 된다. 뉴올리언스 재즈는 1920년대 시카고에서 전성

기를 맞게 되었고 이 시기 각 악기 솔로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3) 스윙 재즈(Swing Jazz)

1920년대 말 뉴욕과 캔자스시티에서 새로운 연주 스타일이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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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스윙이라 부른다. 스윙 시대는 경제 대공황 및 1차 세계대전의 여파

와 맞물린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한 경제 대 공황은 수

백만의 인구를 실업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32년 민주당 후

보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가 대통령이

되었다.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경기회복은 더디었다. 스윙은

가장 고단하였던 시대의 산물이다.27) 음반 회사들은 거의 파산하였고 1929

년에 1억장이 넘었던 음반 판매량은 1933년도에 400만장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 레스토랑과 바에 널리 보급된 주크박스(Jukebox) 의 발명

은 음반업계가 다시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빅3 음반사(빅터, 컬럼비아,

데카)들은 가능한 모든 스윙 밴드들과 계약을 맺었고 1942년 재즈와 대중

음악을 적절히 배합한 서열 4위 캐피탈 사까지 합쳐 미국인이 듣는 음반의

90%를 생산하였다. 수백만의 가정이 라디오를 청취하였고 방송국, 할리우

드 스튜디오 등 대중매체는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스윙은 이런 연예 사업

에서 핵심을 차지하였다. 한 곡이 레스토랑의 주크박스나 라디오에서 히트

를 하면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등장하였고 나이트클럽과 극장에서 실황

으로 연주되었다. 이러한 상업적인 분위기는 재즈를 대중음악의 중심이 되

게끔 만들었다. 스윙음악을 배경으로 춤추는 스윙댄스 스타일은 1926년 뉴

욕에서 등장하였다. 사람들은 댄스홀에서 스윙재즈 음악에 린디 합(Lindy

Hop)28) 춤을 추었다. 스윙밴드가 댄스음악의 그루브(Groove)29)를 효과적으

27)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

즈: 기원에서부터 오늘까지』 (서울: 까치글방, 2012), 200.
28) 립디 합(Lindy hop)은 스윙리듬에 맞추어 추는 사교댄스의 한 종류이다. 메디

컬코리아 편집부, 『댄스스포츠사전』. 서울: 메디컬코리아, 2011. https://terms.

naver.com/entry.naver?docId=1618137&cid=50341&categoryId=50341. [2021. 5.

1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18137&cid=50341&categoryId=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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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듬 섹션의 변화가 필요했다. 튜바의 씩씩한 소리

는 스트링베이스로 바뀌고 크고 요란한 음색의 벤조는 기타로 대체되었다.

스윙재즈는 대중을 위한 음악이자 춤을 위한 음악이었고 재즈 역사상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다. 그중에서도 베니 굿맨30)(Benny Goodman, 1909-1

986)의 인기는 압도적이었다. 영화〈베니 굿맨 스토리〉(1955)에서 초만원

의 팬들이 일제히 베니 굿 맨 밴드의 음악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장면은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준다.

4) 비밥 재즈(Bebop Jazz)

스윙 연주자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갈증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시대적 필

요에 의해 대중을 위한 음악, 그 시대 유행한 스윙 댄스를 추기 위한 대중

의 요구에 의해 무대에 섰기 때문이었다. 그 갈증은 일과가 끝나면 잼 세

션을 위해 할렘 118번가의 민튼스 플레이하우스(Minton's Playhouse) 재즈

클럽으로 음악가들을 모이게 하였다. 그들은 잼세션을 통해 하루의 고단함

을 풀기도 하였고 원하는 대로 무대에 올라 경쟁하듯 연주하기도 했다. 조

옮기는 능력을 시험해 보기도 하였고 어려운 화성을 구사했으며 빨라진 템

포로 그들의 기교를 뽐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의 잼세션은 또 다른 재즈

29) 1930년대에 재즈밴드가 상호조화가 잘 되어 신나는 연주를 하는 상태를 묘사

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말이다. 특정 춤이나 노래가 요구하는 필(feel), 분위기

를 잘 수행한 것을 말한다. 강준만,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서울: 인물

과 사상, 2011),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17907&cid=5555

1&categoryId=55551 [2021. 5. 14 접속].
30)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스윙시대에 활동한 클라리넷 연주가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17907&cid=55551&categoryId=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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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장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음악이 비밥이다.31) 예측이 불가능해진 반

주 코드는 드러머의 스트로크로 보완했으며 복잡한 리듬을 거기에 더하였

다. 스윙의 두터운 리듬 섹션을 담당했던 기타는 비밥의 라이드 심벌과 짜

임새 있는 워킹베이스라인 속에서 불필요한 것이 되어 비밥에 참여하지 않

거나 단순한 리듬섹션을 담당해야 하였다. 피아니스트들은 빨라진 템포의

비밥을 연주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스트라이드를 없애고 코드 컴핑32)으로

대체하였다. 비밥재즈를 대표하는 음악가는 찰리 파커(Charlie Parker,

1920-1955),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 1917-1993), 버드 파웰(Bud

Powell, 1924-1966) 등이 있다. 버드 파웰은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규범으로

삼아야 할 재즈 피아노의 기초를 정립했다. 재즈 피아노는 버드 파웰 이전

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이다. 비밥의 복잡하고 빠른 음악을 위해서는

스윙과 같은 대규모 편성의 빅밴드는 부적절하였다. 빅밴드는 자연히 소규

모의 캄보밴드로 전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비밥 재즈의 중요한 공적은 화

음을 분해하여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리-하모니제이션(Reharmonization)33)

31)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

즈: 기원에서부터 오늘까지』 (서울: 까치글방, 2012), 332.
32) 컴핑은 재즈연주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로 코드로 솔로를 담당하는
악기의 흥을 돋우는 리듬섹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동민, 『실용화성
학』(서울: 삼호뮤직, 2006), 90.

33) 리-하모니제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다 더 긴장감 있는 음을 추가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코드는 기본음 중심으로 그 음의 홀수 배음을 수직적으로 쌓는 것인데 짝

수 음까지 추가하는 텐션을 사용한다. 비밥연주자들은 텐션 노트가 많이 포함

된 고난도의 코드를 사용했다. 두 번째는 대리코드의 사용이다. 대리코드의 사

용은 원래 사용될 코드와 비슷한 구성 음들을 지닌 다른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의 전후관계를 고려해 사용한다.

이렇게 텐션 노트와 대리코드에 의한 리-하모니제이션을 사용되면 테마를 감싸

는 코드체계는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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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비밥 음악인들은 재즈를 더 이상 춤이나 대중을

위한 음악이 아닌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는다.

5) 쿨 재즈(Cool Jazz)

1949년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1926-1991)는 비밥의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를 추종하면서도 유연한 선율과 편안한 화음을 선호하며 비

밥 음악으로부터 변신을 꾀하는 실험적인 음악인들 모임의 리더가 되었다.

찰리 파커가 이끄는 밴드에서 2년간 연주 활동을 한 후 데이비스는 복잡한

화성, 질주하는 선율에 대한 환멸이 커져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길레스피와 파커는 정말 빠른 음들과 코드 변화를 연주하였는데 이것

이 그들이 모든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음을 줄이고 싶었

다. 거의 모든 연주자들이 너무 많고 길게 연주한다고 느꼈다. 나는 음악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을 위해 그에 적합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34)

마일스 데이비스는 9중주단을 조직하여 음악에 대한 토론과 리허설을

정례화하고 새로운 작품을 도모하였다. 밴드 멤버 중 작편곡자 길 에번스

최규용, 『재즈 : 살림지식총서 054』(파주: 살림출판사, 2004), https://m.terms.

naver.com/entry.naver?docId=1052962&cid=42597&categoryId=42597. [2021. 5.

14 접속].
34)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즈: 기원에서부터 오늘까지』 (서울: 까치글방, 2012) 380.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2962&cid=42597&categoryId=4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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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Evans, 1912-1988)는 밴드의 연주를 위해 찰리 파커의 〈Donna Lee〉,

무소르그스키(Modest Mussorgsky, 1839-1881)의 〈음유시인〉(The Troubadour)

에 이르기까지 재즈와 팝과 클래식 음악의 테마들을 각색했다. 그의 편곡능력

은 친숙한 선율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것이었다. 에번스는 뉴욕 웨

스트 55번가의 아파트 지하에 살았는데 그곳에 비밥과 다른 모던재즈 영역을

개척하기 원하는 기악연주자, 작곡가, 가수들이 모여들었다. 1949년과 1950년

대 세 번에 걸쳐 12곡을 녹음했는데 산발적인 앨범 발매로 대중과 언론의 관

심 끌기에는 실패하였다. 1954년이 되어서 이 작품들이 《쿨의 탄생》(Birth

of Cool, 1957)이라는 제목의 앨범에 모두 실렸을 때 쿨재즈 악파의 탄생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35) 쿨재즈는 비밥이 구

축했던 재즈의 화성체계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고수하되 음악적인

분위기를 좀 더 유연하게 변화시켰다.

6) 마일스 데이비스와 재즈의 혁신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 음악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 재즈계를 선도하

는 인물이었다.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그의 9중주단은 비밥의 한계를 뛰

어넘으려는 시도로 쿨재즈를 출범시켰다. 1959년에는 《Kind of Blue》를

발표하면서 비밥 이후 복잡한 코드진행에 의한 음악을 배제하고 단지 몇

개의 코드 위에 모드(Mode)를 도입하여 모달 재즈(Modal Jazz)로 불리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 특히 수록 곡들 중 〈So What〉의 도입부에서

35)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

즈: 기원에서부터 오늘까지』 (서울: 까치글방, 2012), 38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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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도리안 모드를 사용하면서 D마이너의 세음 D, F, A음만을 사용하였다.

곡의 중간에 피아노 주자 빌 에반스(Bill Evans, 1929-1980)가 스페인 스타

일의 코드와 피아노 클러스터의 불협화음까지 제한된 코드 안에 첨가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로 인해 오늘날 모달 재즈의 전개 방식은 보편적인 재

즈 어법이 되었다. 1969년 발표된《Bitches Brew, 1970》에서는 기존의 선

율로부터 리듬으로 강조점을 바꾸면서 전자악기 음색의 탐구와 함께 록

(Rock)과 재즈를 융합하는 퓨전 재즈의 시대를 열었다.36) 또한 1991년에는

《Doo Bop, 1992》에서 힙합 뮤지션 이지 모 비(Easy Mo Bee, 1965-)를

영입하여 힙합과 재즈를 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이 새로운 스타일

의 본격적인 인기를 얻기 전인 1991년 9월 28일 데이비스는 세상을 떠난다.

36)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

즈: 기원에서부터 오늘까지』 (서울: 까치글방, 2012), 4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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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루스에서 파생된 장르들

[그림 1] 재즈 가계도(Jazz Family Tree) 37)

37) https://www.jazzhistorytree.com/. [2021. 5. 14 접속].

https://www.jazzhistoryt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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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의 기원인 흑인 영가, 노동요, 랙타임, 블루스를 비롯하여 재즈의 탄

생지인 뉴올리언스를 필두로 스윙에서 비밥, 그리고 재즈의 선구자로 마일

스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된 쿨재즈, 모달 재즈, 록 재즈와 힙합

재즈까지의 흐름을 앞의 장에서 서술하였다. 위의 그림은 재즈 패밀리 트

리로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재즈의 기원부터 ‘뉴올리언스 재즈’의 다른

이름인 ‘딕시랜드(Dixieland)’를 시작으로 파생하게 되는 다양한 명칭과 스

타일이 펑크나 힙합과 같은 대중음악에 이르는 양상을 담았다. 가장 최근

의 neo-fusion을 포함한 오늘날까지의 재즈의 큰 흐름을 <그림 1>에 나무

의 중심축을 타고 가지를 치는 장르 이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음악적 흐름이 존재하는데 블루스를 모태로 미국 대중음악

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순수 흑인 음악으로 규정되는 블루스는 백인 음

악적 요소가 합쳐진 재즈가 탄생하게 되는 기반으로써 중요하지만 대중음

악 스타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루스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초기 블루스

블루스는 시대가 변하면서 명칭도 바뀐다. 처음으로 형성된 초기 블루스

(Early Blues)는 고전 블루스(Classic Blues), 또는 기원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델타 블루스(Delta Blues)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명칭들은 서로 다른

학자나 비평가들에 의해 붙여져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악기구입이 어

려웠던 초기 블루스의 음악가들은 어쿠스틱 기타에 의한 노래를 구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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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반사들은 찰리 패튼(Charley Patton, 1885-1891), 선 하우스(Son

House, 1902-1988),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1911-1938) 같은 초기 블

루스 음악가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백인들에게도 블루스의 존재

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남부 블루스의 뮤지션들 중에서도 초기

블루스의 전설인 로버트 존슨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기타의

거장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1945-)은 그의 음반을 수도 없이 들어서

음반이 망가질 정도였다고 전해지며 그의 2004년 3월 발매된 15번째 앨범

제목을《Me and Mr. Johnson》같은 해 12월 16번째 앨범명은《Sessions

for Mr. Robert J》로 발표했을 정도였다. 로버트 존슨의 기타 스타일은

일렉트릭 기타 기반인 시카고 블루스(일렉트릭 블루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 어반 블루스(Urban Blues) · 점프 블루스(Jump Blues)

20세기가 되었어도 대부분의 흑인들은 여전히 시골에 살고 있었다. 그러

나 1914년을 기점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남부에서 북부의 공업도시

의 매력적인 임금을 따라 흑인들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등지로 이동

하게 된다. 1910년대와 1920년대까지 북부 도시 시카고에만 6만에 달하는

흑인들이 이주를 했다고 한다.38) 블루스 음악가들이 북부의 도시에 정착하

게 되면서 도시적인 색채의 어반 블루스(Urban Blues) 스타일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도시적인 색채란 블루스에 재즈적인 이디엄이 융합된 것을

38) LeRoi Jones & Amiri Baraka, Blues People: Negro Music In White
America,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199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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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이러한 도시 블루스 스타일 중 하나는 부기우기였는데 컨트리 블

루스가 통기타와 하모니카 기반의 블루스였다면 부기우기는 악기 사용에서

피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루스 장르이다. 부기우기 스타일은 정형화

된 베이스 리듬 위에 간단한 멜로디가 화려하게 변주되는 한 소절이 8박으

로 연주된다. 부기우기의 선구자는 느리고 섬세한 블루스 음악을 선보였던

지미 얀시(Jimmy Yancey, 1989-1951), 부기우기를 대표하는 삼인방 알버트

애먼스(Albert Ammons, 1907-1949) 피트 존슨(Pete Johnson, 1904-1967),

미드 럭스 루이스(Meade Lux Lewis, 1905-1964)이다.39) 당시 미국 전역에

서 유행하던 제이 맥샨(Jay MCShann, 1916-2006)과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 1904-1984) 오케스트라 같은 빅밴드들은 스윙 재즈 이외에 블루스도

연주하였다. 즉 재즈의 영향이 블루스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1940년

재즈의 관악기 편성의 영향과 랙타임과 부기우기의 융합으로 또 다른 스타

일의 어반 블루스가 발생하였다. 이를 점프 블루스라고 부르는데 후에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에 영향을 준다.40)

3) 일렉트릭 블루스(Electric Blues) · 시카고 블루스

전자기타의 발명과 함께 전자기타는 대중음악에 주요한 악기 중 하나

로 자리매김 한다. 블루스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중 하나인 티 본 워커

(T-Bone Walker, 1910-1975)는 친구를 통해 전자기타를 접하게 되고 블루

39) 『Wikiwand』. https://www.wikiwand.com/ko/%EB%B8%94%EB%A3%A8%

EC%8A%A4. [2021. 5. 14 접속].
40) 『Wikiwand』. https://www.wikiwand.com/ko/%EB%B8%94%EB%A3%A8%

EC%8A%A4. [2021. 5. 14 접속].

https://www.wikiwand.com/ko/%EB%B8%94%EB%A3%A8%EC%8A%A4
https://www.wikiwand.com/ko/%EB%B8%94%EB%A3%A8%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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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전자기타를 장착한다. 블루스가 대규모 콘서트홀에서 블루스를 연주

하게 되는 공연음악 장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자기타의 도입은 필연적이

었다. 이로 인해 블루스 장르에 어쿠스틱 기타에서 할 수 없던 전자기타의

독특한 주법들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를 일렉트릭 블루스(Eletric Blues) 라

고 하며 파생된 지명을 따서 시카고 블루스(Chicago Blues)라고도 부른다.

머디 워터스(Muddy Waters, 1915-1983), 하울링 울프(Howlin' Wolf,

1910-1976)가 대표적인 시카고 블루스 음악가이다. 후에 베이스 기타, 전자

피아노 혹은 전자 오르간, 드럼으로 소규모 편성이 확립된다. 시카고 블루

스는 악기 사용 면에서 다양해져 음악적인 테크닉 및 표현방식이 풍부해지

기 시작한다.

4)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

리듬 앤 블루스는 1949년 애틀랜틱 레코드사(Atlantic Records)의 음반

제작자에서 음악 저널리스트로 전향한 제리 웩슬러(Jerry Wexler,

1917-2008)에 의해 용어가 만들어졌다. 다른 용어로 ‘레이스 뮤직’(race

music), 직역하면 ‘인종 음악’이라고 불리었다. 1930-1940년대 리듬 앤 블

루스를 포함한 흑인 음악을 '레이스 뮤직'으로 따로 분류하여 부른 것은

인종차별적인 시대상을 반영한다. 오늘날에는 흑인만의 특유의 보컬적인

창법에 의한 대중음악 장르를 지칭하며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1942-2018),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1950-) 휘트니 휴스턴(Whitney

Houston, 1963-2012)과 같은 흑인 가수들이 불러 널리 알려졌다. 리듬 앤

블루스와 블루스와의 차이점은 마디 구성에서 대중음악 스타일로 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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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이다. 리듬 앤 블루스는 이제 대중음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

에 ‘절’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코러스(Chorus)와 새로운 분위기로 전

환하는 8마디 구성의 브릿지(Bridge)가 추가되는 32마디 대중음악 마디 구

성에 가깝게 변하게 된다. 리듬 섹션이 강조되다 보니 규모가 큰 관악 빅

밴드의 편성을 보인다는 특징도 있다. 가사의 내용면에서 블루스는 초기의

슬픔, 좌절, 절망 등 대부분 부정적인 주제 속에서 로맨스를 다룬 것은 일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리듬 앤 블루스는 로맨스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리듬 앤 블루스의 음악적인 특징은 가수들의 보컬 방식에

있다. 노래 중간에 으르렁거리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원초적인 독

특한 창법 스타일이 특징이었는데 이 창법은 가스펠의 영향이다. 리듬 앤

블루스 음악가들은 유년시절부터 흑인교회에서 피아노, 오르간의 반주자로

혹은 블루스 형식의 찬송을 부르는 싱어로 활동하며 자라는 경우가 많았

다. 흑인 출신 목사들은 감정적으로 설교하는 도중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든가 박수를 치는 강렬한 표현을 하였는데 이런 특성들은 리듬 앤 블루스

창법과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다. 블루스 초기에는 슬픈 느낌을 주는 경향

속에서 리듬 앤 블루스에서는 부기우기에 아프로큐반의 룸바 리듬이 융합

되면서 밝고 신나는 음악으로 변하게 되었다.

5) 로큰롤(Rock and Roll)

리듬 앤 블루스의 템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빨라지게 된다. 템포가

빨라진 리듬 앤 블루스를 로큰롤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대해 로큰롤 뮤

지션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 1932-2020)는 “당신이 로큰롤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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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리듬 앤 블루스를 어떠한 빠

르기로 연주하면 로큰롤이 될 것인가? 보통의 속도로 연주하면 리듬 앤 블

루스라 할 것이고 빠른 속도로 연주하면 로큰롤이 될 것입니다.”41)라고 했

다. 더 엄밀하게는 로큰롤은 가장 흑인적인 음악인 리듬 앤 블루스와 백인

적인 전통이 강한 음악인 컨트리가 융합된 것이다. 대표적 로큰롤 가수 엘

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는 남부의 미시시피에서 태어나

신앙심이 돈독하여 찬송가도 잘 불렀으며 흑인이 많은 지방색 때문에 가스

펠에 익숙하였다. 12세 때는 컨트리 곡을 불러 노래 콘테스트에서 우승하

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배경 때문에 리듬 앤 블루스와 컨트리를 혼

합한 로큰롤 장르에 최적화된 가수였다. 당시 미국의 10대들은 엄격한 그

리스도교 가정의 훈육 속에 있었다. 당시의 대중음악은 로맨틱하고 달콤한

노래가 대다수였는데 10대들에게는 해방구가 필요했다. 그들의 억압된 표

출 욕구와 맞물려 엘비스 프레슬리와 로큰롤 장르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다. 1960년대는 또 다른 유형의 로큰롤이 있었는데 서핑음악이었다. 파도

타기의 경쾌한 분위기를 포함했던 음악으로 로큰롤의 새로운 버전으로 크

게 사랑받았다.

6) 록(Rock)

로큰롤에서 발전한 록 음악은 히피문화와 맞물려 보수적인 미국 사회의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보였다. 오히려 미국에서 탄생한 로큰롤이 영국으로

41) 『Wikiwand』. https://www.wikiwand.com/ko/%EB%B8%94%EB%A3%A8%

EC%8A%A4. [2021. 5. 14 접속].

https://www.wikiwand.com/ko/%EB%B8%94%EB%A3%A8%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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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간 록 음악이 그룹 비틀즈(The Beatles)의 탄생과 함께 전 세계를 강

타하게 된다. 이를 브리티쉬 인베이전(Britsh Invasion)이라 한다.42) 1970년

대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조는 록 음악의 현란한 변화에 있었

다. 즉 어반 록, 영국에서 시작된 아트 록, 스페이스 록, 발라드 록의 세부

적인 장르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1973년 중동전쟁의 발발이 경기침체로 이

어지고 화장과 여성적인 분장 패션과 음악을 접목한 글램 록이 웨스트 코

스트 록, 컨트리 록의 유행을 일으켰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록의 본래의 거

친 성격을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 하드 록이 자리를 잡아갔다. 하드록은 무

거운 사운드를 특징으로 반항적이었던 10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7) 댄스 장르들

1975년 말 도나 서머의 <Love To Love You Baby>를 모델로 수많은

댄스곡이 나왔다. 디스코음악은 1978년을 고비로 시들해졌고 펑크43)라는

새로운 장르와 하위 장르인 고고44)가 나타나게 된다.

42) 고승희. "비틀즈와 함께 온 브리티시 인베이전.” 『헤럴드 경제』 2011. 2. 11.
43) 재즈, 리듬 앤 블루스, 소울이 결합된 양식으로서 미국 가수 제임스 브라운(Ja

mes Brown)에 의해 발전 및 확산됐다. 『두산백과』. https://m.terms.naver.co

m/entry.naver?docId=2076353&cid=40942&categoryId=33044. [2021. 5. 14 접속].
44) 198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흑인 음악이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2. https://

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2839&cid=60517&categoryId=60517. [20

21. 5. 14 접속].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6353&cid=40942&categoryId=33044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2839&cid=60517&categoryId=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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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음악의 혼종성

재즈와 대중음악은 밀접한 연관 아래 있다. 김한나는 대중음악을 논할

떄 ‘혼종성’(Hybridization)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여러 메타 장르와 하위

장르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45)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 다루는 재즈와 대중음악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인 흑인

영가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를 주목해야 한다. 재즈와 대중음악은 ‘블루

스’라는 공통분모 아래서 출발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샤우트와 할러를 바탕으로 하는 흑인 영가와 가스펠, 남북전쟁 이

후 저임금의 노동계급으로 전락하면서 탄생하는 블루스, 노동요의 영향 아

래 재즈가 탄생한다.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대중에게 어필하며 상업적 속

성이 한층 강화된 팝(pop)음악 역시 재즈와 마찬가지로 블루스를 그 근원

지로 삼는다. 블루스가 대중음악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루스가 리듬 앤 블루스를 거쳐 로큰롤 그리고 록

으로 진화하는 장르적 변화. 둘째, 흑인 보컬 창법과 관련한 스타일로 가스

펠의 영향 아래 리듬 앤 블루스로부터 소울과 모타운(Motown)46)을 지나

지금의 컨템퍼러리 R&B47) 장르로 발전하는 흐름. 셋째, 로큰롤에서 트위

45) 김한나. “대중음악 리듬패턴 분석을 통한 피아노 반주법 교재 시안 개발.”(한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6.
46) 1960년대 전반부터 세계적인 대히트곡을 계속해서 내보낸 미국의 소울 전문

레이블이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

002.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3531&cid=50334&categoryI

d=50334. [2021. 5. 14 접속].
47) 컨템퍼러리 알앤비(Contemporary R&B) 또는 흔히 줄여서 알앤비(R&B)는 힙

합, 알앤비, 소울, 펑크가 결합된 음악 장르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3531&cid=50334&categoryId=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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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지나 리듬의 측면이 강조되는 펑크와 하위 장르인 디스코, 고고 등

다양한 댄스음악으로 흐르는 경향이 그것들이다. 재즈와 대중음악에서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리듬 체계는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거쳐 라틴아메

리카로 넘어와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3 : 3 : 2 리듬이다. 재즈는 뿌리 장르

인 랙타임에서부터 이같은 리듬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대중음악은 리듬 앤

블루스 시절부터 기원은 아프리카지만 라틴의 룸바 리듬을 흡수하여 다양

하게 발전해 간다. 블루스로부터 탄생한 재즈와 대중음악은 각기 독자적으

로 발전하면서 다시 만난다. 퓨전재즈는 대중음악의 록과 힙합까지 융합하

여 록 재즈, 힙합재즈로 재탄생한 것이다.

edia.org/wiki/%EC%BB%A8%ED%85%9C%ED%8D%BC%EB%9F%AC%EB%

A6%AC_%EC%95%8C%EC%95%A4%EB%B9%84. [2021. 5. 14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BB%A8%ED%85%9C%ED%8D%BC%EB%9F%AC%EB%A6%AC_%EC%95%8C%EC%95%A4%EB%B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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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악곡 분류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두 교재에 실린 재즈와 대중음악 어법

악곡을 장르와 스타일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수록곡들

을 장르별로 분류하겠다. 분류 대상은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 15권과 알프

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8권을 합친 총 23권의 교재이다.48) 두 교재 모두 올

인원 교재이다. 어드벤처는 2012년부터 알프레드는 2013년부터 한국의 실

정에 맞게 올인원교재가 편찬되었다. 본 연구에서 어드벤처49)는 11쇄 2015

년판을 사용하였고 알프레드50)는 2쇄 2014년 판이 사용되었다. 알프레드는

1급에서 8급까지 각 1권씩 구성되어 있고 어드벤처는 8권을 제외한 1급에

서 7급까지는 A와 B의 두 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표에서는 편의상 한 권으

로 간주, 표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체 곡의 수량은 어드벤처가 훨씬 많

고 따라서 재즈 스타일을 사용한 곡의 숫자도 알프레드보다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안점은 수량 자체나 두 교재의 비교보다는 사용된 장르와 스

타일의 분석 및 이해에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다.

두 교재의 총 악곡 수는 어드벤처 605곡, 알프레드 408곡 도합 1013곡이었

다. 그 중 어드벤처에서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이 차지하는 악곡 수는

어드벤처가 102곡 알프레드가 112곡으로 어드벤처가 16.8%, 알프레드가

48) 이후 교재 명칭은 어드벤처와 알프레드로 줄여서 지칭한다.
49) 랜달 페이버 & 낸시 페이버(Randal Faber & Nancy Faber) / 『피아노 어드

벤처 1A-8』(서울: (주)뮤직에듀벤처, 2015)
50) 데니스 알렉산더 외 4인 공저(Dennis Alexander et al.) / 『알프레드 프리미

어 올인원 피아노 1-8』(서울: 상지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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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이었다. 어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악곡까지 합산하면 어드벤처

31.5%, 알프레드 43.6%으로 집계되었다.

분류의 기준으로는 첫째 곡 제목에 장르가 명시된 경우, 둘째 내용적으

로 스타일이 뚜렷한 경우, 셋째 부분적으로 어법이 사용된 경우로 설정하

였다. 교재 시리즈의 특히 초반 레벨에서 교사 반주 부분에 나타나는 스타

일도 분류에 포함하였다. 분석의 표기에는 재즈와 대중음악계에서 통상적

으로 사용하는 원어를 발음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코드의 표기

에 있어서는 아래 <표 1>과 <표 2>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표1> 화성의 알파벳 표기

알파벳 표기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쉬 오그먼트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도미넌트

 세븐

C Cm Cdim CAug CM₇ Cm₇ C₇
Cmaj Cmin C⁰ C+ Cmaj₇ Cmin₇C△ C- C△₇ C-₇

<표2> 화성의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쉬 오그먼트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도미넌트

 세븐

Ⅰ ⅰ Ⅰdim ⅠAug ⅠM₇ Ⅰm₇ Ⅰ₇
ⅠM Ⅰm Ⅰ⁰ Ⅰ+

두 가지 표기법의 사용에서 로마자 표기는 특정 화성 진행에서 모든 조

성에 적용되는 특징적인 화성진행 혹은 종지(Cadence) 표기에 사용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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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알파벳 표기는 악곡 속에 나타나는 특정 조성 안에 세밀한 사항

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알프레드 사의 For P ianists Chord Progressions:

Theory And Practice에서 이러한 용법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알파벳 표기에서 메이저는 알

파벳의 대문자인 C, 마이너는 알파벳의 대문자 옆에 마이너의 약자인 Cm,

디미니쉬는 C⁰, 오그먼트는 C+, 메이저 세븐은 CM₇, 마이너 세븐은 Cm₇,
도미넌트 세븐은 C₇을 사용하겠다. 로마자 표기에서는 메이저는 Ⅰ, 마이

너는 Ⅰm, 디미니쉬는 Ⅰ⁰, 오드먼트는 Ⅰ+ 메이저 세븐은 ⅠM₇, 마이너
세븐은 Ⅰm₇, 도미넌트 세븐은 Ⅰ₇로 표기하겠다.

1. 전체 악곡 스타일 분류

다음은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전체 23권에 나타난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

일 악곡의 분류표이다.

<표 3> 피아노 어드벤처의 레벨별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의 개수

급수

스타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합계

컨트리 15 7 4 26
블루스 2 1 3 1 3 3 13
재즈 1 2 1 1 2 1 2 10

부기우기 1 1 1 2 1 1 1 8
팝 발라드 1 1 1 5 8
뉴 에이지 1 1 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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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의 전체 스타일 악곡 102곡 중 빈도가 높은 순은 컨트리가 26

곡(25.4%), 블루스 13곡(12.7%), 재즈 10곡(9.8%), 부기우기와 팝 발라드가

8곡(7.8%), 뉴 에이지가 7곡(6.8%), 랙타임 6곡(5.8%), 록이 5곡(4.9%), 리

듬 앤 블루스, 로큰롤, 재즈왈츠가 각각 3곡(2.9%), 흑인영가, 폭스트롯, 고

고가 각각 2곡(1.9%), 가스펠과 펑크가 각각 1곡(0.9%)로 집계되었다.

<표 4> 알프레드 피아노의 레벨별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의 개수

랙타임 1 2 1 1 1 6
록 2 1 1 1 5

리듬 앤 블루스 1 1 1 3
로큰롤 1 2 3
재즈왈츠 2 1 3
흑인영가 1 1 2
폭스트롯 1 1 2
고고 1 1 2

가스펠 1 1
펑크 1 1

권수

스타일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합계

컨트리 12 5 4 1 22
랙타임 4 7 1 2 1 1 2 18
재즈 3 1 1 5 2 12

재즈왈츠 5 3 1 1 10
팝 발라드 3 2 1 3 1 10
뉴 에이지 1 2 2 2 1 8
부기우기 3 1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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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의 전체 스타일 악곡 112곡 중 빈도가 높은 순은 컨트리가 22곡

(19.6%), 랙타임이 18곡(16.0%), 재즈 12곡(10.7%), 재즈왈츠와 팝 발라드가

각각 10곡(8.9%), 뉴 에이지 8곡(7.1%), 부기우기 7곡(6.2%), 록이 6곡

(5.3%), 재즈 블루스가 4곡(3.5%), 폭스트롯,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로큰

롤이 각각 3곡(2.6%), 케이크워크가 2곡(1.9%), 가스펠, 고고가 각각 1곡

(0.8%)로 집계되었다.

분류 결과 두 교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스타일은 가스펠, 랙타임, 컨트

리, 폭스트롯, 블루스, 부기우기,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 록, 재즈블루스,

재즈, 재즈왈츠, 펑크, 고고, 팝 발라드, 뉴 에이지다. 어드벤처에만 들어있

는 스타일은 흑인 영가, 펑크이고 알프레드에서만 케이크워크와 재즈블루

스가 발견되었다. 명확한 장르로 분류하기 모호한 악곡들에서도 화성, 선

율, 리듬 혹은 특정 어법의 사용이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부

분적으로 차용된 재즈 및 대중음악 어법’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록 4 1 1 6
재즈 블루스 2 1 1 4
폭스트롯 2 1 3
블루스 1 2 3
리듬 앤 
블루스

2 1 3
로큰롤 1 1 1 3

케이크워크 1 1 2
가스펠 1 1
고고 1 1



- 41 -

2. 각 스타일별 분석

분석에서는 해당 장르나 스타일의 형성 배경을 비롯한 성격적 특성을 알

아본 후 교재에 수록된 악곡을 표로 제시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스타일 분석

과 함께 악곡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각 스타일이 적용되는 방

식과 학습효과도 교수학적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동일 스타

일을 적용하는 두 교재의 방식을 불가피하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지만 비교 자체는 본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가 아님을 서론에서 밝힌 바 있

다. 각 장르 배열의 순서는 앞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시대적 발전

양상과 비슷한 맥락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흑인 영가와 가스펠의 예처럼

시대는 상이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장르가 인접하여 서술되는 경우도 있다.

1) 흑인 영가 (Negro Spiritual)

흑인 영가(Negro Spiritual)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미국의 흑인

들이 만들어 부르기 시작한 성가(聖歌) 또는 종교적 민요를 지칭한다.51)

흑인 영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측면보다는 재즈 및 대중음악 전반에 끼친

영향을 포함한 역사적인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흑인 영가의 성격은 첫

째, 투쟁과 고난의 음악으로써 성경의 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련을 가

사에 다분히 반영한다. 둘째, 19세기 당시 미국의 사회상을 반영해주며 미

51)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https://m.terms.naver.com/entr

y.naver?cid=50762&docId=2379356&categoryId=51368. [2021. 5. 20 접속].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cid=50762&docId=2379356&categoryId=5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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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대표하는 재즈와 대중음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

다. 셋째, 블루스와 같은 초기 음악의 강렬함은 흑인 영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흑인 영가는 재즈 및 대중음악의 근원적 뿌리가 되는데 특히

가스펠, 블루스, 재즈에 깊은 영향을 준다.

(1) 흑인 영가 악곡 분류

<표 5> 흑인영가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4B 쿰바야 45 ○
6B 고향으로 보내주오 46-47 ○

흑인 영가는 어드벤처에서 4급, 6급에 1곡씩만 분포하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흑인 영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에서만 1.9%였다.

(2) 스타일 분석

흑인 영가 장르는 어드벤처 교재에서만 발견되었는데 4B《쿰바야》, 6B

《고향으로 보내주오》이다. 4B《쿰바야》는 신에게 여기 와달라고 호소하

는 내용이며 6B《고향으로 보내주오》는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의 고향으

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사에 나타낸다. 흑인 영가의 특징 중 펜타토닉 음

계, 아멘 종지 그리고 싱커페이션의 사용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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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멘 종지와 싱커페이션

흑인 영가는 흑인 노예 신분에서 그리스도교에 예속되면서 아멘 종지의

영향을 받는다.52) 그리고 아프리카 리듬의 특질인 싱커페이션이 존재한다.

다음 악보는 어드벤처 4B《쿰바야》이다.

<악보 1> 어드벤처 4B《쿰바야》아멘 종지의 영향

《쿰바야》는 백인의 화성적 어법이 가미된 찬송가풍 스타일이지만 Ⅰ

도, VI도 화음을 중심으로 반복하는 형태 속에 흑인 영가의 단순성을 보여

준다. 《쿰바야》는 점4분음표 학습 개념을 위한 곡으로 양손이 호모포닉

한 동형 리듬으로 움직이게 하여 복잡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리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싱커페이션 리듬과 흑인 영가의 특징적 화음 진행을 학

습 내용에 포함시키면 곡에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펜타토닉 음계

6B《고향으로 보내주오》는 흑인 영가의 특징 중 하나인 리더와 회중이

함께 노래(교호창)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솔로 부분에 펜타토닉이 쓰인다.

이 곡에 사용된 펜타토닉은 흑인들의 근원지인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이

52) 강환미, “흑인 영가(Negro Spiritual)의 음악적 특성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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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싱커페이션도 함께 쓰였다.

<악보 2> 어드벤처 6B《고향으로 보내주오》

6B《고향으로 보내주오》는 코드의 전위를 학습하는데 적용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솔로의 단선율이 나오면서 전체 노래가 솔로와 합창의 교대로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드로 이루어진 부분과 단선율 솔

로의 각기 다른 짜임새를 한 곡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거기에 단선율 부

분의 싱커페이션을 흑인 영가의 특징으로 소개한다면 학습 내용이 더욱 풍

부해질 것이다.

2) 가스펠(Gospel)

192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서 흑인 영가에 샤우트 창법이나 강한 비트

를 더욱 강조한 가스펠 송(gospel song) 이 등장한다. 가스펠은 재즈 및

대중음악에 있어서 부름과 응답의 구조를 확립시켜준 장르로써 중요하다.

가수 대 코러스, 악기의 반주 파트 대 노래 파트, 힙합에서 가수의 선창과

관중의 떼창으로 호흡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하나의 악기와 다른 악기의

부름과 응답 구조도 가스펠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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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펠 악곡 분류

<표 6> 가스펠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5B 어메이징 그레이스 4-5 ○
알프레드 6 어메이징 그레이스 72-73 ○

가스펠 스타일은 어드벤처는 5급에 알프레드는 6급에 1곡이 분포하였다.

두 교재 모두 동일한 곡《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1779)이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가스펠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가 0.9%, 알프레

드가 0.8%였다.

(2) 스타일 분석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가스펠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이다. 이 곡

은 작사자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

다. 존 뉴턴이 살았던 17세기, 18세기에는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노예제

도에 관여하고 있었다. 뉴턴 또한 마찬가지였다. 흑인 노예선의 선장직은

과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한 다짐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갈등

과 죄책감 속에 빠져있던 뉴턴은 마침내 통절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찬

송가를 쓰기에 이르는데《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렇게 탄생한다. 당시에

는 많이 불리지 않았지만《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국회의원 친구였

던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된다. 뉴턴의 회심의 고백이 담긴 가사의 내용은 윌버포스를 움직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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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에 성공하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된다. 그 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크나큰 인기를 얻게 되었

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포함한 많은 가수들이 이곡을 커버53)하였다. 어드벤

처는 5B에서 알프레드는 6급에서 같은 악곡을 조금 달리 어레인지하여 수

록하였다. 두 교재 모두 가스펠의 특징인 부름과 응답 구조를《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스펠 리듬과 선율의 패턴

을 셋잇단음표 학습 목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① 느린 가스펠(Slow Gospel)의 리듬구조

가스펠은 느린 가스펠과 빠른 가스펠로 나뉜다. 두 교재에서 보이는 것은

느린 가스펠이다. 느린 가스펠은 3/4 혹은 9/8박자의 셋잇단음표 리듬으로 나타

난다.

<악보 3> 9/8박의 가스펠 구조54)

53) 어떤 오리지널 넘버를 다른 뮤지션이 자기 나름대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레코드로 만든 것을 커버 레코드라고 한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2002. https://terms.naver.com/entry.

naver?docId=364872&cid=50334&categoryId=50334. [2021. 5. 20 접속].
54) Mark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Wisconsin, Halleonard Corporation,
1994), 39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4872&cid=50334&categoryId=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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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3/4박의 가스펠 구조55)

② 느린 가스펠(Slow Gospel)의 선율 구조

두 교재에서 이 곡은 모두 3/4 박으로 되어있는데 선율의 구조에서 셋잇

단음표는 마지막 박에 배치한다는 규칙이 있다.

<악보 5> 느린 가스펠의 멜로디 구조56)

두 교재의 멜로디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 느린 가스펠 선율은 빠

른 템포의 부담이 없이 셋잇단음표를 학습하기에 적절하다. 특히 마디의

마지막 박에 셋잇단음표가 나오기 전 2분음표의 긴 음가가 선행함으로써

새로운 리듬 패턴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준다. 아래 악보

는 피아노 어드벤처 5B《어메이징 그레이스》이다.

55)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390.
56)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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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피아노 어드벤처 5B《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드벤처에서는 가스펠을 통해 셋잇단음표 초기 단계를 경험한 후 블루

스 스타일에서 등장하는 연속적 셋잇단음표로 진행하는 시퀀싱도 찾아볼

수 있었다.57) 서로 다른 어법의 특징적 음형을 피아노 교재의 맥락 안에서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어드벤처 악곡은 <악보 6>에서 보듯 화성 사용에 있어서 단순하다. 반

면 알프레드는 패싱 디미니쉬58)와 반음계로 멜로디에 진입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난이도가 다소 높다. <악보 7>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악보 7>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6 《어메이징 그레이스》

57) 블루스의 ⑦ 클러스터 아르페지오(Cluster Arpegio) 참조.
58) 순차 화성진행 속 중간 디미니쉬화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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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백 사이클드 보이싱(Back Cycled Voicing)

백 사이클드 보이싱은 가스펠 스타일에서 자주 사용된다. <악보 8>를

보면 G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전위 없는 기본형과 G 메이저 4도 트라이어

드, 즉 C 메이저 화음의 2전위 그리고 다시 G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기본

형이 사용되었다. C는 G의 5도권을 거꾸로 역행하는 조성관계를 갖는다.

‘역행한다’ 하여 영어로 ‘백 사이클드 보이싱(Back Cycled Voic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어드벤처에서만 백 사이클드 보이싱이 나타났다.

<악보 8> 백 사이클드 보이싱59)

<악보 9> 어드벤처 5B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드벤처는 <악보 9>와 같이 백사이클드 보이싱을 사용하였다. 5도와 6

도 음정을 1번과 5번 손가락을 사용해 안정된 포지션으로 짚으며 호모포닉

한 짜임새 속의 백사이클드 보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59)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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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크워크(Cakewalk)

케이크워크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탄생하였다.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00주년 국제박람회에서 케이크워크 댄스 경

연 후 거대한 크기의 케이크가 수여되는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60) 1890년

까지는 남성들만으로 민스트럴 쇼에서 공연되던 것이 여성이 참여하면서

미국에서 대중화되었다.

(1) 케이크워크 악곡 분류

<표 7> 케이크워크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알프레드
2 포크댄스 87 ○
3 두-음 탱고 95 ○

알프레드 2급에 1곡만 분포하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케이크워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알프레드만 1.9%였다.

(2) 스타일 분석

다음 <악보 10>은 스콧 조플린의 케이크워크 곡 《스윕시》(Swipsey,

1900)의 도입부이다.

60) Tom Fletcher, One Hundred Years of the Negro in Show Business
(Texas: Burdge & Company, Ltd., 195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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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스콧 조플린《스윕시》(Swipsey, 1900)61)

《스윕시》의 <악보 10>을 보면 ‘♪ ♪♪’ 리듬이 핵심 리듬이다.

<악보 11> 알프레드 2 《포크댄스》교사 반주

알프레드 2 《포크댄스》는 스콧 조플린의 케이크워크 곡《스윕시》보다

리듬이 2배 확장된 ‘♪♩♪♩♩’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악곡《포크댄

스》교사 반주에 케이크워크 스타일을 설정하여 싱커페이션에 의한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악보 12> 알프레드 2 《포크댄스》학생 파트

61) Sheet Music from 8notes.com Ⓒ Copyright 2016 Red Balloon Technolog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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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파트는 아직 2급의 4분음표와 2분음표의 제한된 음표 사용에서 교

사 파트와 2마디 후반부에서 같은 아티큘레이션(4분음표 스타카토 두 번에

2분음표로 착지하는 UP-UP-Down)을 구사하게 설정하여 교사 반주에 의

한 케이크워크의 춤 리듬에 동참하게 된다. 케이크워크의 리듬을 교사 반

주 일부에 쓰면서 일부 리듬은 학생 파트와 일치시키는 스타일의 절충식

사용이 보인다.

알프레드 3 《두-음 탱고》는 케이크워크 리듬에 ‘두음 슬러’를 학습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알프레드 3 《두-음 탱고》

4) 랙타임(Ragtime)

랙타임은 규칙적인 왼손 베이스 위에 싱커페이션을 구사하는 리듬에 대

한 명칭인 'Ragged Time'을 줄인 말이다. 1890년대 중반에서 1910년대에

걸쳐 대중음악, 재즈밴드 연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62) 랙타임이 재즈에

영향을 준 주요 근거로 재즈의 특징 중 하나인 스윙 리듬이 이미 렉타임에

62)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7278&cid=40942
&categoryId=33045. [2021. 5. 20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7278&cid=40942&categoryId=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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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주되었다는 점과 랙타임 악곡의 주제를 사용하여 오래전부터 즉흥연

주를 해왔다는 점이다. 랙타임 이후 스트라이드 피아노 장르에서는 옥타브

를 넘나드는 스트라이드 반주에 즉흥연주를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랙타임

과 재즈의 과도기 형태로 볼 수 있다.

(1) 랙타임 악곡 분류

<표 8> 랙타임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2B 나는 피아니스트 43 ○ ○
4A 고양이 점프 50-51 ○ ○

신나는 랙타임 84-85 ○
5B 눈송이 랙타임 48-50 ○
6A 고양이의 즐거운 랙타임 8-9 ○
7A 단풍잎 랙타임 16-17 ○

알프레드

2
야구 경기 14-15 ○ ○

우리 팀 나간다 18-19 ○
훌륭한 배우 86 ○

사랑해요 피아노 104-105 ○

3

발표회 8-9 ○
푸드 코트 22-23 ○
서핑보드 34 ○

스케이트 신발 35 ○
해바라기 래그 54-55 ○
스타의 싸인 76-77 ○
기쁜 소식 88-89 ○

4 레몬사탕 래그 90-91 ○
5 한순간 84 ○

축하 래그 88-89 ○
6 레드 록 62-63 ○
7 흥겨운 랙타임 36-37 ○
8 엔터테이너 88-89 ○

목련꽃 래그 9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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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타임은 두 교재 모두에서 각 레벨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규칙

적인 베이스 리듬과 오른손 선율 싱커페이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랙타

임은 전체 혹은 부분적 어법만 떼어오거나 패턴을 단순화시켜 다양하게 악

곡에 적용하기에 좋은 스타일이다. 어드벤처에서는 2급에 1곡, 4급에 2곡,

5급의 1곡, 6급에 1곡, 7급에 1곡이 분포하고 있었다. 알프레드는 19곡으로

많은 수의 악곡이 발견되었다. 2급부터 8급까지 넓은 분포를 보인 가운데

2급에 4곡, 3급에 7곡, 4급에 1곡, 5급에 2곡, 6급과 7급에 각각 1곡씩, 8급

에 2곡이 분포하고 있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랙타임이 차지하는 비율

은 어드벤처 5.8 %, 알프레드 16.0%였다.

(2) 스타일 분석

고전적인 랙타임은 클래식 음악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형식에서 ABAC

의 랙타임이 있다고 가정할 때, "B"는 반 종지를 “C"는 완전종지를 보이는

데 이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의 클래식 고전 음악어법 영향이다.63) 오늘날 랙타임의 특징적인 리듬은

톰 터핀(Tom Turpin, 1871-1922)의《세인트루이스 랙》(St. Louis Rag)에

서 처음 나타났던 리듬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을 받은 싱커페이션

이 포함된 16분음표 리듬 유형(⌣)과 케이크워크(Cake Walk)64)

63) John Edward Hassse, Ragtime: Its H istory, Composers, and Music,(NY: S
chirmer Books, 1985) 45.

64) 미국 남부의 흑인들로부터 비롯된 춤으로 으쓱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이다.

이런 춤 대회에서 우수한 자에게 큰 데커레이션 케이크를 상으로 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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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향을 받은 리듬(♪ )이다. 이렇게 16비트로 달리는 음형들은

랙타임의 오른손 파트의 정형이 되었다.65) <악보 14>와 <악보 15>는 이

를 잘 보여준다.

<악보 14> 스콧 조플린《The Chryanthemum》의 오른손 파트66)

<악보 15> 죠셉 램67) 《코튼태일 래그》(Cottontail Rag)68)

랙타임의 오른손의 두 가지 리듬 구성 중 첫 번째 유형(⌣)은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 하에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아프로큐반이 랙타임으로 흡수된 것이다. 아

프로큐반은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쿠바로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의 토속

이런 이름이 생겼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1149810&cid=40942&categoryId=33129. [2021. 5. 20 접속].
65) Hassse, Ragtime; Its H istory, Composers, and Music, 44-45.
66) Hassse, Ragtime; Its H istory, Composers, and Music, 45
67) 죠셉 램(Joseph F. Lamb,1887-1960)은 미국의 작곡가로 스콧 조플린, 제임스

스콧과 함께 3대 랙타임 장르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68) Hassse, Ragtime; Its H istory, Composers, and Music, 25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9810&cid=40942&categoryId=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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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과 쿠바의 식민 지배국이었던 스페인의 음악이 결합된 음악이다. 즉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거쳐 쿠바에 정착한 아프로큐반 리듬은 랙타임에서

재즈로 흘러간 것이다.

랙타임에 영향을 준 라틴 음악 아프로큐반을 구성하는 핵심 리듬을 클라

베(Clave)69)라 한다. 클라베는 손(Son Clave)과 룸바(Rumba Clave)로 나

뉜다. 아래의 표에서 손과 룸바 클라베의 숫자 2와 3의 개념은 선행부와

종결부를 갖는 2마디 구성에서 타악기를 두드린 횟수를 의미한다.

<표 9> 아프로큐반 리듬 종류

Clave 의 종류 리듬 형태

2-3 Son Clave     ♩♩      ♩. ♪  ♩
3-2 Son Clave  ♩. ♪  ♩     ♩ ♩  

2-3 Rumba Clave    ♩ ♩     ♩. ♪ . ♪
3-2 Rumba Clave  ♩. ♪ . ♪    ♩ ♩ 

손 클라베(Son Clave)리듬을 사용하는 대표적 장르는 맘보(Mambo)70)이고

룸바 클라베(Rumba Clave)를 사용하는 대표적 장르는 룸바(Rumba)71)이다.

69) 스페인어로 (Key)열쇠 혹은 부호(Code)를 뜻한다. 여기서는 리듬을 구성하는

핵심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아프로큐반 음악의 앙상블에서 사용되는 한 쌍

의 막대기 형태를 지닌 악기 클라베스(Claves)를 말한다.
70) 맘보는 룸바를 기본으로 한 리듬에 재즈 요소를 가미한 춤음악이다. 또는 그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하나로 1940년대에 쿠바 태

생의 피아니스트 프라도(Prado)와 그의 악단에 의하여 보급되었다. 『표준국어

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5942becf9a24c9b9ba52540b3bdcbd2.

[2021. 5. 20 접속].
71) 룸바는 쿠바 기원의 댄스 음악으로 쿠바 흑인의 민속음악이다. 타악기와 코러

스만으로 연주되며 복잡한 리듬을 가진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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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리듬 형태를 보면 아프로큐반 손(Son)의 리듬 ‘ ♩. ♪  ♩ ’

와 룸바(Rumba)의 리듬 ‘♩. ♪ . ♪’ 의 앞부분 ‘♩. ♪’ 의 영향으로 랙타

임의 오른손 멜로디에 싱커페이션이 생긴 리듬 ‘⌣’ 의 형태가

되었다.

랙타임의 오른손 두 가지 리듬 구성 중 두 번째 케이크워크 리듬 (♪
 )의 유입에 대한 근거는 1840-1850년대 민스트럴72) 타입의 싱커페이

션이 포함된 벤조 솔로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벤조 솔로는

리듬적인 측면에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없었다. 리듬의 이런 한계 속에서

도 일부 작품에서는 리드미컬한 음악의 예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사무엘

스웨인 스튜어트(Samuel Swain Stewart, 1855-1898)73)에 의해 출판된 음

악 일부에서 발견된다.

<악보 16> 스튜어트 《올드 포크 지그》 (The Old Folks Jig)74)

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200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

63316&cid=50334&categoryId=50334. [2021. 5. 20 접속].
72) 민스트럴은 기원은 중세 봉건귀족에게 봉사하던 음악인을 말하며 19세기 미국

에서는 ‘민스트럴 쇼’ 라는 대중 음악극이 유행하여 흑인으로 분장한 백인가수

가 노래와 춤으로 쇼를 하였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

ver?docId=1096874&cid=40942&categoryId=33474. [2021. 5. 20 접속].
73) 벤조 음악 출판인 겸 악기제작자로 1878년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S. S. Stew

art 벤조를 만들기도 하였다.
74) Hassse, Ragtime; Its H istory, Composers, and Music, 6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3316&cid=50334&categoryId=5033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6874&cid=40942&categoryId=3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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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트라이드75)(Stride Pattern)

랙타임에는 스트라이드 패턴이 반주음형으로 쓰인다. 2박자의 움파리듬

(Oom-pah Rhythm)이 조성되는데 그 예는 다음 악보와 같다.

<악보 17>윌 내쉬의 《즐거운 고양이 래그》(Glad Cat Rag)76)

알프레드 2급 <야구 경기>에서 교사 반주는 규칙적 스트라이드를 사용

해서 리듬감을 안정시키고 학생은 간단한 싱커페이션을 훈련하도록 했다.

<악보 18>과 <악보 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8> 알프레드 2 《야구경기》의 학생 파트

75) 왼손으로 베이스와 코드를 번갈아 연주하고 오른손으로 가벼운 멜로디 중심으

로 연주하는 주법이다. 최규용, 『재즈: 살림지식총서 054』(서울: 살림, 200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2966&cid=42597&categoryId=425

97. [2021. 5. 20 접속].
76) https://youtube.com/watch?v=dBCkcZv-6IA&feature=share. [2021. 5. 20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2966&cid=42597&categoryId=4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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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알프레드 2 《야구경기》의 교사 반주

앙상블 연주는 음악적 흥미 유발에도 효과가 있지만 리듬의 추진력을 조

성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좋은 형태이다.77) 랙타임 앙상블은 이를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된다. 초반 단계에서 앙상블로 경험하던 랙타임 스타일은 4

급 이후 학생 솔로로 나온다. 왼손은 규칙적인 반주, 오른손은 싱커페이션

을 활용한 음계 패턴을 조합하여 리듬의 규칙성과 변화를 동시에 학습하기

에 매우 적절한 장르가 랙타임이다. 랙타임(래그) 악곡의 왼손에서 보이는

온전한 스트라이드 패턴은 8급에 가서야 등장하고 그 이전 레벨에서는 단

순화된 패턴으로 나온다. 어드벤처 4A에 랙타임이라고 제목에 제시한 악곡

《신나는 랙타임》에서도 랙타임의 특징인 근음과 5음을 베이스를 두고 화

음이 교차를 보이는 움파 리듬(Oom-pa)의 스트라이드 반주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보다 단순화시킨 움파파파 리듬형을 띄고 있었다.

<악보 20> 어드벤처 4A 《신나는 랙타임》

77) Marienne Uszler & Stwart Gordon & Scott mcBride-Smith,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Boston, Massachusetts: Cengage Learning,
199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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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6급 《마멀레이드 잼 래그》왼손도 변형된 모습이다. 오른손

음형이 반음계가 보이는 다소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왼손에 본격적인 스

트라이드 리듬 대신 단음 진행으로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21> 알프레드 피아노 6 《마멀레이드 잼 래그》

알프레드에서 스트라이드 베이스 패턴은 <악보 22>와 같이 단음으로 작

곡된 곡을 지나 화음형태의 《엔터테이너》로 발전한다.

<악보 22> 알프레드 7
《흥겨운 랙타임》

<악보 23> 알프레드 8
《엔터테이너》

단음의 유형으로 스트라이드가 나타난 곡은 알프레드 피아노의 6권《레

드록》7권《흥겨운 랙타임》이었고 온전한 스트라이드 패턴은 8권 《엔터

테이너》에 가서야 나왔다. 어드벤처는 알프레드보다 조금 이른 5B《눈송

이 랙타임》과 6A《고양이의 즐거운 랙타임》에서 온전한 스트라이드가

등장한다. 단순화되거나 변형된 스트라이드 악곡을 거친 후에 원래의 형태

는 학습의 후반 레벨에 제시한 것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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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랙 리듬(Ragged Rhythm)

두 피아노 교재에서 오른손 파트에 랙 리듬(Ragged Rhythm)사용에 있

어서 공통적으로 ‘⌣’ 혹은 “케이크워크”에서 영향을 받은 ‘♪
 ’가 쓰였다.

아래 <표 10>은 어드벤처의 랙 리듬(Ragged Rhythm) 사용에 대한 표

이다. 초기에는 16분 음가 대신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사용해 난이도를 조

정한 것이 눈에 띈다.

<표 10> 어드벤처의 랙 리듬(Ragged Rhythm)

78) 곡명의 옆에 리듬표시는 16분음표 리듬 빠르기를 기준으로 4배 늘린 4분음표,

급 곡명 78) 악보 랙 리듬79) 

2B 나는 

피아니스트(♩) ⌣

4A

고양이 점프(♪) ⌣

신나는 

랙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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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늘린 8분음표에서 통상적인 랙타임 리듬형인 16분음표로 표시함으로 난이

도 표식을 보기 쉽게 하였다.
79) 랙타임의 오른손 리듬유형 2가지 ♪  와 ⌣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각 악곡들에서 나오는 리듬의 출처를 밝혔다.

5B 눈송이 

랙타임(♪) ♪ 

6A 고양이의 즐거운 

랙타임(♪) ♪ 

7A 단풍잎 

랙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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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11>은 알프레드의 랙 리듬(Ragged Rhythm) 사용에 대한 표이

다. 2급에서 4급까지의 악곡은 랙 리듬을 4분 음가에 실어 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없이 리듬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리

듬 패턴은 랙타임이 근원임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표 11> 알프레드의 랙 리듬(Ragged Rhythm)

급  곡명 악보 랙 리듬 

2

야구 경기(♩) ⌣

우리 팀 

나간다(♩) ♪  

훌륭한 배우(♩) ♪ 

사랑해요 

피아노(♩) ⌣



- 64 -

급  곡명 악보 랙 리듬 

3

발표회(♩)

⌣

푸드코트(♩) ♪ 

서핑보드(♩) ⌣

스케이트 

신발(♩) ♪ 

해바라기 

래그(♩) ♪ 

스타의 싸인(♩) ⌣



- 65 -

급  곡명 악보 랙 리듬 

3 기쁜 소식(♩) ⌣

4 레몬사탕 

래그(♪) ⌣

5

한순간(♪) ⌣

축하래그(♪) ♪ 

6 레드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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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곡명 악보 랙 리듬 

6 마멀레이드 잼 

래그(♪) ⌣

7 흥겨운 

랙타임(♪) ⌣

8

엔터네이너(♬)

♪ 

⌣

혼합

목련꽃 래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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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리듬은 음계 학습과 싱커페이션 훈련을 위해 단계별 난이도를 상승시

키며 두 교재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악보 24>, <악보 25>, <악보 26>을

보면 랙 리듬을 사용하여 어드벤처 4A《고양이 점프》는 ‘C 장음계’를 4A

《고양이 점프》는 ‘G 장음계’를 5B《눈송이 랙타임》은 ‘반음계’를 학습하

도록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4> 어드벤처 4A 《고양이 점프》

<악보 25> 어드벤처 4A 《신나는 랙타임》

<악보 26> 어드벤처 5B 《눈송이 랙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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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3급 《해바라기 래그》에서도 반음계가 나오기 전 단계에 임시

표를 먼저 사용하여 반음계 개념을 선행 학습하는 것이 보인다.

<악보 27> 알프레드 3 《해바라기 래그》

어드벤처는 2급에서 6급까지 5곡의 랙타임을 다루고 있으며 알프레드는

2급에서 8급까지 19곡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알프레드는 리듬 학습을

위한 개념으로 출발하여 랙타임 스타일 곡을 온전히 다룰 수 있는 수준까

지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랙타임의 ‘♪ ’ 리듬과
‘⌣’ 리듬은 재즈 및 대중음악의 핵심 리듬으로써 다른 장르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본 패턴으로써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두 교재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폭스트롯(Foxtrot)

폭스트롯은 191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시작한 보통 빠르기의 랙타임 곡

이나 재즈 템포의 4/4박자 곡으로 춤추는 사교춤의 스텝, 또는 그 연주 리

듬을 지칭한다.80) 2분의2 박자 또는 4분의4 박자의 비교적 빠른 템포의 곡

80)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2002.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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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폭스트롯이라는 명칭은 동물들의 걷는 속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

때는 댄스음악의 대명사처럼 되어 유럽에도 일찍이 보급되었다. 1910년대

당시 유행했던 랙타임과 원스텝81)에서 파생된 스타일로 오프 비트(Off

Beat) 프레이징이 특징이다. 랙타임의 스트라이드 리듬 패턴에서 영향을

받은 폭스트롯은 퀵스텝을 구사할 때, 8비트의 음형이 나타난다.

(1) 폭스트롯 악곡 분류

<표 12> 폭스트롯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B 당나귀 68 ○
3A 탐정 70-71 ○

알프레드
2 개미들 52 ○

꿈틀꿈틀 애벌레 77 ○
5 다(C)장조의 주요화음 11 ○

폭스트롯의 빠른 템포인 퀵스텝 스타일이 두 교재의 악곡에서 나타났다.

어드벤처에서는 1급 1곡, 3급 1곡이 알프레드에서는 1급 1곡 2급 2곡, 5급

1곡이 분포하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폭스트롯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

벤처 1.9%, 알프레드 2.6%였다.

/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2555&cid=60517&categoryId=60517. [202

1. 5. 20 접속].
81) 1911년경 영국에서 시작하여 제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발달한 사교댄스.

한 박자에 한 걸음씩 진퇴하는 사분의이 박자의 경쾌한 현대식 춤이다. 『표준

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25b01e89daf4289818fc89a4

48e71bc. [2021. 5. 20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2555&cid=60517&categoryId=60517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25b01e89daf4289818fc89a448e7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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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분석

폭스트롯은 랙타임이나 컨트리 스타일의 경우와 비슷하게 템포 리듬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위해 주로 교사 반주에 차용되어 쓰인다. 또한 8분 음

표 리듬으로 학생 파트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앙상블에 생기를 더하는 기

능을 해준다. 초반 단계에서 유독 많이 쓰이는 이유이다. 랙타임의 스트라

이드 패턴 및 컨트리와도 비슷하지만 두 스타일과는 2번째 박을 8분음표로

분할하는 차이를 보이는 반주 음형을 갖는다.

폭스트롯의 음형은 <악보 28>과 같다.

<악보 28> 폭스트롯의 음형 패턴82)

어드벤처에서는 1B의《당나귀》와 3A의《탐정》에서 등장하였다. 아래

<악보 29>는 3A의《탐정》의 폭스트롯 음형이다.

<악보 29> 어드벤처 3A 《탐정》

82) Bernd Frank, Rhythm-Styles for P iano: Neuausgabe in einem Band, (K.G.
Mainz: Schott Music GmbH & Co., 20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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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피아노에서는 1급의《보물 상자》, 2급의《개미들》와《꿈틀꿈

틀 애벌레》에서 등장하였다.

<악보 30> 알프레드 2 《개미들》

반주의 용도와 다르게 알프레드는 5급《다(C)장조의 주요화음》에서 주

요 3 화음 학습의 용도로 폭스트롯 리듬을 사용하였다. 폭스트롯은 두 번

째 박자가 8분음표로 분화되므로 4분음표 음가로만 이루어지는 리듬 패턴

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주요 3화음 학습에 폭스트롯의

퀵스텝 리듬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이 보인다.

<악보 31> 알프레드 5 《다(C)장조의 주요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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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트리(Country)

컨트리 음악은 1920년대 초 유럽에서 북미 대륙 남쪽 애팔래치아 산맥

부근에 정착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주민의 민속 음악과 애팔래치아의

포크송 그리고 블루스 및 재즈 요소의 혼합으로 탄생한 음악이다.83)

(1) 컨트리 악곡 분류

<표 13> 컨트리 스타일 악곡

83) 민은기, 『대중음악의 이해』(파주: 음악세계, 2018) 43.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A

엄마 따라 친구 따라 39 ○
초인종 42 ○

이야 이야호 50-51 ○
오리와 삽살개 70 ○
엄지손가락 C 79 ○

알루에뜨 90 ○

1B

10초노래 12 ○
나를 보세요 54 ○
퍼레이드 56-57 ○

달 76 ○
행복한 시냇물 78 ○

따라 하기 87 ○
개구리 중에서 96 ○

춤춰요 102 ○
친구야 112 ○

2A
레가토 건너뛰기 11 ○

한낮의 항해 18-19 ○
유람선 22 ○
작은 배 64-65 ○

튜바 이야기 67 ○
2B 해군 춤곡 12 ○

방송국 18 ○

3A
유명한 사람들 11 ○

내 파트너 23 ○
쏟아버린 팝콘 27 ○
엄지의 묘기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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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스타일은 1권에서 4권까지 교사 반주 파트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

다. 근음과 5음의 베이스음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코드에 의한 4비트 반주

스타일이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 두 교재 모두 1권에 어드벤처 15곡, 알프

레드 12곡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컨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가 25.4%, 알프레드는 19.6%였다. 컨트리 스타일은 1권에

서 3권까지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 가운데 알프레드 3권을 제외하고8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드벤처 1권, 2권, 3권에서 전체 스타일

에 속하는 악곡 대 컨트리의 악곡수의 빈도계수는 60%, 35%, 36.364%이고

84) 알프레드 3권에서 ‘랙타임(Ragtime)' 장르가 46.6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

지하였다.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알프레드

1

빵빵 16 ○
검은 건반 세 개의 연주 18 ○

뒤뚱뒤뚱 걸음마 19 ○
음표 친구 21 ○

빙고 26 ○
런던다리 43 ○

저 산 위의 나무들 63 ○
스케이트보드 76 ○

거미 82 ○
과자 공장 아저씨 90 ○
즐거운 성탄절 94-95 ○
자동차 바퀴 100-101 ○

2
바닷가 16-17 ○
조랑말 33 ○
뮤지컬 56-57 ○
다이빙 74-75 ○
가방 93 ○

3
멋진 야경 12 ○
불꽃놀이 16-17 ○

달빛 20 ○
잘 들어 보세요 26-27 ○

4 에튀드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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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에서는 1권, 2권, 3권 각각 32.432%, 22.727%, 40%를 차지하고 있

다. 두 교재 모두 일정 기간 교사반주에 의해 컨트리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리듬 감각과 템포 개념이 미숙한 초급 레벨에서 교사와의 앙상블을 통해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 컨트리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스타일 분석

컨트리 음악의 악기는 피들, 벤조, 만돌린, 더블베이스, 기타 등으로 구성

된다. 아래의 <악보 32>는 컨트리의 하위 장르인 1940년대 후반에 나타난

블루그래스밴드의 악기편성과 연주양상이다.

<악보 32> 블루그래스 밴드의 악기편성과 연주양상85)

85) Mikael Jonassen, “The Impact of Early Scruggs on the Five String Banjo"

(M.M. Diss., University of Oslo, 20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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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담당한 더블베이스는 코드의 근음과 5음을 주로 반복하고 리듬

섹션을 담당한 만돌린이 뒤이어 둘째 박과 넷째 박에서 움파 리듬

(Oom-pah Rhythm)을 이루고 있다.

① 4비트 컨트리

컨트리 음악이 피아노나 키보드에서 재현되는 양상도 다르지 않다. 현대

의 컨트리 피아노 스타일은 4/4박자에서 베이스음은 근음과 5음이 비트의

1과 3을, 코드는 2와 4의 비트를 이루는 구조이다. 이것이 4비트 컨트리 스

타일이다.

<악보 33> 컨트리 피아노 4비트 구조86)

다음은 어드벤처에서 사용된 4비트 컨트리 스타일의 예시이다.

86) Mark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Wisconsin: Hal Leonard Corporation,
1994), 345.



- 76 -

<악보 34> 어드벤처 1A 《엄마 따라 친구 따라》에서 사용된 4비트 컨트리

<표 14>는 두 교재에 나타난 4비트 컨트리 악곡들이다.

<표 14>어드벤처 4비트 컨트리

교재 곡 명 급수

어드벤처

이야 이야호 1
춤춰요

한낮의 항해

2유람선

튜바이야기

해군 춤곡

내 파트너 3
쏟아버린 팝콘

알프레드

빵빵

1런던다리

즐거운 성탄절

자동차 바퀴

조랑말 2
뮤지컬

근음이 두 번 반복되는 컨트리 스타일도 존재하였다. <악보 36>과 같다.

<악보 35> 같은 베이스음 패턴87) <악보 36> 알프레드 2 《뮤지컬》

87)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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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을 보면 근음이 두 번 반복되는 스타일은 유일하게 알프레드

2급《뮤지컬》에서 사용되었다.

다음은 4비트의 구조를 보이지만 애팔래치아 산맥과 블루그래스88)에서

유래한 Ⅰ-♭Ⅶ-Ⅰ의 화성진행이 발견되는 곡들이다. 어드벤처 1B의 악곡

《10초 노래》에서 ♭Ⅶ을 사용하는 컨트리 스타일이 보인다.

<악보 37> 어드벤처 1B 《10초 노래》

《10초 노래》의 화성 진행은 다음과 같다.

Ⅰ, Ⅱm∣Ⅲm, Ⅱm∣Ⅰ, ♭Ⅶ∣Ⅰ,♭Ⅶ, Ⅰ ∥

<10초 노래의 화성진행>

총 4마디 구성에서 마디 1-2는 C-Dm-Em-Dm-C 진행으로 대중음악에

서 흔히 쓰이는 순차 코드로 진행하고 있었고 마디 3-4에서 "C-B♭-C-B♭

-C"의 배열이 보였다. Ⅰ-♭Ⅶ-Ⅰ는 “산”과 관계가 있으며 “블루그래스” 장

88) 1940년대 말에 생겨난 초기 컨트리 음악으로 하이 톤 보컬, 피들, 기타, 만돌

린, 베이스 , 다섯 줄 밴조로 편성되며 밴조 또는 기타가 리드하는 특징이 있

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2002. http

s://terms.naver.com/list.naver?cid=60517&categoryId=60517. [2021. 5. 20 접속].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60517&categoryId=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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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서도 보이는 화성진행이다.89) 애팔래치아 산맥 아래에서 기원한 화성

의 특징적인 색깔로 볼 수 있다. <표 15>는 어드벤처와 알프레드에서 보

이는 4비트에서 Ⅰ-♭Ⅶ-Ⅰ 진행의 컨트리 악곡이다.

<표 15> Ⅰ-♭Ⅶ-Ⅰ진행의 컨트리 스타일

교재명 곡목 급수

어드벤처
오리와 삽살개 110초 노래

알프레드 불꽃놀이 3

코드가 올 자리에 단음으로 대체된 유형은 어드벤처에서 보였다.

<악보 38> 코드를 단음으로 대치시킨 4비트90)

<표 16> 코드를 단음으로 대치시킨 4비트 곡들

교재명 곡목 급수

어드벤처

초인종 1
작은배 2

엄지의 묘기 3

89) Dan Fox & Dick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CA, Van Nuys: Alfred Music Publishing, 2013), 24.

90) 피아노 어드벤처 1A (서울: 뮤직에듀벤처, 201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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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비트 컨트리

컨트리의 유형 중 8비트의 컨트리가 있었다. <악보 39>는 컨트리 8비트

음형이다.

<악보 39> 컨트리 피아노 8비트 구조91)

8비트 컨트리에는 그대로 쓰인 것과 리듬을 두 배로 늘린 유형, 코드를

단음으로 대치한 것이 있었다. 알프레드에서는 그대로 사용된 것과 리듬을

두 배로 늘린 두 종류가 존재하였고 어드벤처에서는 리듬을 두 배로 늘린

것만 있었다. <표 17>과 같다.

<표 17> 두 교재의 8비트 컨트리 유형

교재 명 유형 곡목 급수

어드벤처
8비트 컨트리

뒤뚱뒤뚱 걸음마 1
과자 공장 아저씨 

리듬 2배 확장형

가방 2
알프레드

알루에뜨 1
행복한 시냇물

8비트 컨트리에서도 코드를 단음으로 대치시킨 것들이 있었다. 8비트인

것과 8비트에서 리듬을 두 배 확장한 예가 있었다. <악보 40>은 코드가

91)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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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으로 대체된 8비트 컨트리이다.

<악보 40> 코드가 단음으로 대체된 8비트 컨트리92)

<악보 41>은 코드가 단음으로 대체된 8비트의 리듬이 두 배 확장된 컨

트리이다.

<악보 41> 코드가 단음으로 대체된 8비트의 리듬이 두 배 확장된 컨트리93)

<표 18> 코드가 단음으로 대체된 8비트 컨트리 유형들

교재 명 유형 곡목 급수

어드벤처 리듬 두 배 확장
달 1

친구야

알프레드

8비트
저 산 위의 나무들 1

바닷가 2
리듬 두 배 확장

멋진 야경 3
잘 들어 보세요!

혼합형94) 다이빙 2

92)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1 (서울: 상지원, 2014), 19.
93)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3 (서울: 상지원,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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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은 정형화된 것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어드벤처는 컨트리 스타

일을 교사 반주로 어느 정도 경험한 후인 2A에서, 알프레드는 그보다 더

나아간 3권에 학생 솔로를 배치하고 있다. 어드벤처에서는 컨트리 스타일

을 이용해 리듬 학습의 난이도 상승을 보여주며 알프레드에서는 3권에 등

장하는 컨트리 스타일 악곡 중 마지막 2곡을 학생에게 연주하도록 하여 교

사 반주에 의한 간접 학습을 지나 학생 솔로로 유도하고 있었다. 고고학자

스티븐 미슨(Steven Mithen, 1960- )은 그의 저서 『노래하는 네안데르탈

인』(The Singing Neanderthals)에서 완전한 직립보행은 정교한 조절능력

에 의한 것이며 리듬 감각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95) 오른발 한번, 왼

발 한번,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보행은 왼손은 베이스음을, 오른손은 코드

를, 한 번씩 번갈아 치는 컨트리 반주 스타일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

다. 소리와 뇌파 측정에 관련 연구에 의하면 뇌파 주파수가 고음일 때 보

다 저음일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간은 저음역대 음에 맞춰 박자를

타는 경향이 있다.96) 저음역의 베이스음과 오른손 화음이 교대하는 구조인

컨트리 스타일의 교사 반주는 메트로놈의 역할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반주

모델이라고 본다. 초기 단계 학생의 불완전한 템포 리듬 감각을 교사의 반

주로 보완하는데 있어서 컨트리 스타일은 매우 유용하다.

94) 코드가 단음으로 대체된 8 비트 컨트리와 리듬이 두 배 늘린 것 두 가지가 한

악곡에서 동시에 등장한 것을 “혼합형’이라 부르겠다.
95) 강기석, “노래 가사 태반이 사랑 타령인 이유,” 『과학동아』 (2008, 9), http://

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0743. [2021. 5. 20 접속].
96) 송민령, “몸을 움직이는 음악“ 『경향신문』 2018. 9. 1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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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루스(Blues)

블루스와 파생 장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바 있다.97)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블루스는 남부 흑인들이 창시한 음악

이자 거의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는 음악이다. 1900년대 초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한 델타 블루스를 시작으로 1930년대 랙타임, 부기우기

등의 장르를 받아들인 점프 블루스, 1940년대 일렉트릭 기타를 적극 활용

한 시카고 중심의 어반 블루스 등으로 발전해 나갔다. 재즈, 록, 리듬 앤

블루스, 소울 등 거의 모든 대중음악의 근간에 블루스가 있다 해도 무방하다.

(1) 블루스 악곡 분류

<표 19> 블루스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2B 파티 노래 16 ○
화음의 춤 33 ○

4B 나른한 화음 블루스 50 ○
5A 7번가의 블루스 40 ○

뜨거운 여름날의 블루스 70-71 ○ ○
5B 달콤 쌉쌀 블루스 9 ○

흥겨운 워킹 베이스 26-27 ○ ○
6B 초콜릿을 먹으며 피아노를 치면 26-27 ○
7B

뉴올리언스, 1928 76-77 ○
캔자스시티, 1928 78-79 ○

맨해튼, 1928 80-82 ○
8

바람 먼지 블루스 22-23 ○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66-67 ○

택시 블루스 87 ○
알프레드

3 라디오 25 ○ ○
5 홈 블루스 32-33 ○

블루스 스윙 80 ○

97) II. 이론적 배경 3. 블루스에서 파생된 장르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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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악곡은 어드벤처 2급에 2곡, 4급 1곡, 5급 3곡, 6급 1곡, 7급과 8

급에 각각 3곡씩 분포하였다. 특히 중급에 들어서는 5급에 다섯 곡으로 비

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알프레드는 3급에 1곡, 5급에 2곡이 분포하였

다. 알프레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후반 급수에 관련 계

열인 재즈 블루스를 배치한 것과 상관 지을 수 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블루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가 12.7% 알프레드가 2.6%였다.

(2) 스타일 분석

피아노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피아노의 블루스 범주 곡들을 분류하는 과

정에서 부기우기, 리듬 앤 블루스, 로크롤, 재즈블루스와 같은 하위 장르들

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들 장르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

았다. 그러나 몇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면 우선 모두 블루스 음

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화성 면에서는 “블루스 재즈” 장르를 제외하고 모

두 Ⅰ, Ⅳ, Ⅴ를 주로 사용했다. 두 교재 속에서 블루스와 하위 장르인 부

기우기는 공통적으로 블루스 베이스 혹은 부기우기 베이스를 베이스 파트

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블루스와 부기우기를 분류하기는 쉽지

않았다. Ⅰ, Ⅳ, Ⅴ 화성 사용과 블루노트는 블루스를 표방하는 악곡에 나

타난 공통된 사항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블루스 장르 곡은 어드벤처에서

총 16곡, 알프레드에서는 2곡이 나타났다.

블루스는 랙타임의 경우와 유사하게 왼손 음정 및 진행 패턴, 음계를 이

용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선율 유형, 싱커페이션, 트레몰로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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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페지오를 사용하는 음향 효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에 쓰일 수 있

는 잠재성이 풍부한 장르이다. 두 교재에서 블루스는 음정 학습에도 유용

하게 쓰이고 있다. 5도-6도 블루스 베이스, 5도-6도-7도 블루스 베이스, 점

프 블루스 베이스, 미드 럭스 루이스 블루스 베이스가 골고루 사용되었다.

특히 7도 음정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블루스 베이스 패턴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다.

① 워킹 옥타브(Walking Octave)를 멜로디로 사용한 악곡

어드벤처 피아노 2B의 《파티노래》는 블루스의 형식인 ⅠⅠⅠⅠ  ⅣⅣ
ⅠⅠ  ⅤⅣⅠⅠ 아래 부기우기 베이스 중 워킹 옥타브(Walking Octave)의
구성 음들을 멜로디로 사용하였다. 워킹 옥타브는 1음, 3음, 5음, 6음, b7음

을 옥타브의 아래 음역과 위 음역을 번갈아가며 올라갔다 내려오는 베이스

음형이다.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워킹 옥타브(Walking Octave) 베이스98)

이를 어드벤처 2B 《파티노래》에서 멜로디로 사용하고 있었다.

98) Mark Harrison, Blues P iano (Wisconsin: Hal Leonald Coporation, 2013), 20.



- 85 -

<악보 43> 어드벤처 2B《파티노래》

《파티노래》는 부기우기 워킹 옥타브 구성 음을 멜로디로 설정하여 화

성 반주 없이 사용하여 블루스 노래를 만들었다.

② Ⅰ 화성만을 갖는 블루스

화성이 Ⅰ 및 Ⅰ₇만 존재하는 블루스 곡으로 2B 《화음의 춤》이 있다.

<악보 44> 어드벤처 2B 《화음의 춤》

<악보 44>《화음의 춤》은 교사 반주 부분에서 C₇ 화성에 블루노트 B♭

음을 포함한 선율이 부름과 응답(Call and Response)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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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 외에도 블루스 악곡 중에 Ⅰ₇ 화성만이 나오는 악곡이 5A에 존재

하였다. 악곡《7번가의 블루스》이다.

<악보 45> 어드벤처 5A 《7번가의 블루스》

③ 5도-6도 블루스 베이스

어드벤처에서 5도-6도 블루스 베이스가 사용되었다. 5도-6도 블루스베이

스는 시카고 블루스부터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까지 폭넓게 발견되는 블

루스 베이스 패턴이다.99)

<악보 46> 5도-6도 블루스 베이스100)

99) Harrison, Blues P iano 17.
100) Harrison, Blues P ia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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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어드벤처 8《세인트루이스 블루스》《택시 블루스》에 사용되었

다. 알프레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악보 47> 어드벤처 8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악보 48> 어드벤처 8
《택시 블루스》

④ 5도-6도-b7도 블루스베이스

두 교재에서 5도-6도-b7도 블루스 베이스가 사용되었다. 5도-6도-b7도

블루스 베이스도 시카고 블루스부터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까지 폭넓게

발견되는 블루스 베이스 패턴이다.101) 어드벤처 5A《7번가의 블루스》, 5B

《달콤 쌉쌀 블루스》, 알프레드 5《홈 블루스》에서 사용되었다. 《홈 블

루스》에서는 5도-6도-b7도 블루스 베이스가 2분음표로 리듬이 2배 확장되

어 사용되었다.

<악보 49> 어드벤처 5A
《7번가의 블루스》

<악보 50> 어드벤처 5B
《달콤 쌉쌀 블루스》

<악보 51> 알프레드 5
《홈 블루스》

101) Harrison, Blues P ia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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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점프 블루스 베이스

이 유형의 베이스는 본래 템포가 빠른 점프 블루스나 부기우기에서 볼

수 있는 음형이다. 알프레드 3급 《라디오》는 점프 블루스의 영향 아래

있었다. 'Allegro'의 빠르기말도 이러한 영향을 말해준다. 그러나 2배 확장

된 리듬으로 사용되었다.

<악보 52> 점프 블루스 베이스102) <악보 53> 알프레드 3 《라디오》

⑥ 미드 럭스 루이스(Meade Lux Lewise) 블루스 베이스

알프레드 5 《블루스 스윙》에서 미드 럭스 루이스(Meade Lux Lewis,

1905-1964)가 구사하던 블루스 베이스 스타일의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악보 54> 미드 럭스 루이스
블루스 베이스103)

<악보 55> 알프레드 5
《블루스 스윙》

102) Harrison, Blues P iano 19.
103) Harrison, Blues P ia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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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클러스터 아르페지오(Cluster Arpegio)

클러스터(Cluster)는 음의 군집을 말한다. 블루스 피아노에서 블루노트를

포함한 음의 군집인 클러스터를 펼친 것을 ‘클러스터 아르페지오’라고 한

다. <악보 56> 과 같다.

<악보 56> 클러스터 아르페지오(Cluster Arpeeggios)104)

어드벤처 5B《달콤 쌉쌀 블루스》에서는 역행한 음형이 등장한다. <악

보 57>과 같다.

<악보 57> 어드벤처 5B 《달콤 쌉쌀 블루스》

104) Harrison, Blues P ia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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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블루스 병행 3도(Blues Parallel thirds)

블루스 피아노에서 블루노트를 포함한 병행 3도가 있다. 이는 오른손이

담당하는 것이다. <악보 58>과 같다.

<악보 58> 블루스 병행 3도 105)

블루스 병행 3도는 알프레드 5《홈 블루스》에서 등장한다. 아래 <악보

59>에서 블루노트를 포함하는 블루스 병행 3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59> 알프레드 5 《홈 블루스》

105) Harrison, Blues P iano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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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블루스 병행 6도(Blues Parallel sixths)

블루스 피아노에서 블루노트를 포함한 병행 6도가 있다. 이것도 오른손

이 담당하는 것이다. <악보 60>과 같다.

<악보 60> 블루스 병행 6도106)

블루스 병행 6도는 어드벤처 6B《초콜릿을 먹으며 피아노를 치며》에서

등장한다.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어드벤처 6B 《초콜릿을 먹으며 피아노를 치며》

⑩ 블루스 롤(Blues Roll)

블루스 피아노에는 트레몰로가 있다. 이를 ‘블루스 롤(Blues Roll)’이라

고 한다. 악곡의 어디에서든 등장할 수 있다. 아래는 빠르고 격정적인 점프

블루스 빅 조 터너(Big Joe Turner,c)의 악곡《Joe's Jump》이다.

106) Harrison, Blues P iano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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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악곡《Joe's Jump》블루스 롤107)

점프하듯 도약하는 점프 블루스 베이스 위에 블루스 롤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이 블루스 롤이다.

교재 어드벤처 6B《초콜릿을 먹으며 피아노를 치며》의 끝에 등장한다.

<악보 63>과 같다.

<악보 63> 어드벤처 6B 《초콜릿을 먹으며 피아노를 치며》블루스 롤

⑪ 낸시 페이버(Nacy Faber)의 3개의 블루스

어드벤처 7B에 낸시 페이버(Nancy Faber, 1955-)가 1928년과 미국의 도

시 셋을 언급하며 1920년대 재즈와 블루스 음악 스타일을 3개의 블루스에

담아 작곡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국 재즈와 블루스와 연관하여 1920년대와

3도시 뉴올리언스, 캔자스시티, 뉴욕의 연관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07) Harrison, Blues P iano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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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올리언스, 1928

뉴올리언스 재즈는 행진곡풍의 음악이 특징인데 2박자 계통의 움파리듬

을 근간으로 한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 패전한 남군의 군악대가 버리고 간

관악기들을 흑인들이 사용하면서 뉴올리언스 재즈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악보 64>는 그와 같은 시대적 음악 특징을 나타낸다.

<악보 64> 어드벤처 7B 《뉴올리언스, 1928》

뉴올리언스의 관악기가 재현되는 단선율 라인과 움파 리듬(Oom-Pah)

리듬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b. 캔자스시티, 1928

《캔자스시티, 1928》의 메트로놈 지시어는 144-160이다. 캔자스시티 블

루스는 스윙과 재즈의 영향을 받은 역동적 블루스 장르이다. 질주하는 리

듬과 강하게 소리치는(Shouted) 보컬이 특징이다.108) 《캔자스시티, 1928》

는 이러한 음악적 성격을 보여준다.

108) Harrison, Blues P ia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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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어드벤처 7B 《캔자스시티, 1928》

c. 뉴욕 맨해튼, 1928

《맨해튼, 1928》은 한 번은 메이저로 한 번은 마이너로 번갈아 나오는

특징이 있는 곡이다. 동시에 6/8박자의 셋잇단음표와 를 기준 메트로놈

56으로 비교적 느린 템포가 특징이다.

<악보 66> 어드벤처 7B《맨해튼》

<악보 66>을 보면 E6-Em6을 보이는데 한번은 메이저 한번은 마이너를

보인다. 곡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반복이 나타난다. 메이저-마이너의 블

루스 베이스 패턴을 보여주는 피아니스트가 패츠 도미노(Fats Domino,

1928-2017)이다.《맨해튼,1928》은 6/8박자인데 6/8박자나 9/8박자 계열은

셋잇단음표를 갖는 박의 체계이다. 블루스와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로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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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까지 8분 음표 3개의 트리플렛(triplet) 피아노 스타일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109) 맨해튼의 악보에서 를 기준 메트로놈 56으로 느리게 연주

하라는 템포 설정이 있는데 패츠 도미노의 부기우기 연주 스타일은 느긋하

고 여유로움, 부드러운 보컬 또한 특징이었다.110) 맨해튼의 템포 설정과 음

악적 분위기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어드벤처에서는 블루스가 2급에서 8급에 걸치는 넓은 분포를 보인 만큼

단계적인 난이도 상승을 보여주었다. 2B에서는 양손 협응을 통해 블루스

음계를 멜로디로 인식시키며 7음의 플랫 임시표를 익히도록 하였다. 5B에

서 셋잇단음표를 다루는 여러 악곡들 중 하나로《달콤 쌉쌀 블루스》를 배

치하여 클러스터 아르페지오를 통해 셋잇단음표 학습을 다질 수 있도록 적

용하고 있었다. 5A에서 7도 음정을 예비 학습한 후《7번가의 블루스》에서

5도-6도-7도 블루스 베이스를 포함하는 악곡에 바로 적용하고 있었다. 《7

번가의 블루스》에 이어《장난감을 쥐는 고양이》에서 오른손에 5도-6도

-7도 블루스 베이스를,《피아노 건반 위의 고양이》에서는 왼손에 배치하

여 5도, 6도, 7도 음정을 ‘부드러운 손목’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테크닉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어《뜨거운 여름날의 블루스》에서 6/8박의 블루스 스

타일을 7도 음정의 왼손 코드와 함께 학습하도록 하고 있었다. 7B 낸시

페이버의 3개의 블루스 곡, 《뉴올리언스 1928》, 《캔자스시티, 1928》,

《맨해튼, 1928》은 악곡을 통하여 재즈와 블루스의 1920년대 세 도시의

음악 스타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9) Harrison, Blues P iano 5.
110)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1157&cid=40942

&categoryId=34380. [2021. 5. 20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1157&cid=40942&categoryId=3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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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에서는 특정 학습개념을 위해 블루스의 요소를 이용하는 대신

바로 블루스 스타일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급으로 이행하는 과

정인 5급에서 블루스에서 중요한 스윙을 경험하게 하여 리듬의 다양성을

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8) 부기우기(Boogie Woogie)

부기우기(Boogie-Woogie)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블루스에서 파

생된 재즈 음악의 한 형식으로 끊임없이 저음의 리듬이 계속되며 간단한

멜로디가 몇 번이고 화려하게 변주되는 곡이다.”111) 따라서 부기우기는 독

립된 장르라기보다는 블루스에서 파생된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부기우기 악곡 분류

<표 20> 부기우기 스타일 악곡

111)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34922b675a24cb1

a300d3a446053729 [2021. 5. 20 접속].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B 부기 춤을 춰요 119 ○
2B 복잡한 도시 76-77 ○
3B 높은 산의 화물열차 30-31 ○
4A 화물 열차 33 ○
4B 호박 부기 22-23 ○
5B 야구장 스윙 28 ○
7A 스파이 67-69 ○
8 부기 춤 추는 곰 108-109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34922b675a24cb1a300d3a4460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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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우기는 어드벤처의 경우 1급에서 3급까지 1곡씩, 4급 2곡, 5급과 6급

과 7급에 1곡씩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알프레드에서는 1급 3

곡, 3급과 4급 1곡씩, 5급에 2곡이 분포하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부기

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가 7.8%, 알프레드가 6.2%였다.

(2) 스타일 분석

부기우기는 블루스 피아노와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두 교재에서는

작곡가가 곡 제목에 “부기”라고 붙인 것들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유형이 파악되었다. 첫 번째는 블루스 혹은 부기우기 베이스가 곡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곡. 두 번째는 부기우기의 음악 특성 중 하나인 ‘열

차(Train)’와 연관성이 있는 곡. 세 번째는 ‘부기 춤’과 관련된 곡 그리고

네 번째는 전형적인 블루스 혹은 부기우기 베이스가 사용된 것은 아니나

유사한 베이스의 특정 음형이 곡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곡이다. 분류된 사

항은 다음 <표 21>과 같다.

알프레드

1
재미있는 노래 38-39 ○

농구 경기 71 ○
축구가 좋아 106-107 ○

3 이사 53 ○
4 프리미어 부기 40-41 ○
5 기상나팔 부기 28-29 ○

미시시피 유람선 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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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부기우기(부기)의 유형

교재명 권 수 곡목 유형

어드벤처

1B 부기 춤을 춰요!
부기 춤8 부기 춤추는 곰

2B 복잡한 도시

열차 및 이동수단3B 높은 산의 화물열차

4A 화물 열차

4B 호박 부기
특정 베이스 음형의 반복112)7A 스파이 

5B 야구장 스윙
부기우기(블루스)
베이스의 반복 

알프레드

3 이사

기차 및 이동수단4 화물열차 부기

5 미시시피 유람선 

4 명탐정 보르가르 특정 베이스 음형의 반복

4 프리미어 부기
부기우기(블루스) 
베이스의 반복

① 부기우기(블루스) 베이스의 반복

알프레드의 《프리미어 부기》는 전형적인 부기우기 베이스는 아니었지

만 5도-6도-7도 블루스 베이스가 악곡 전반에 나타나 있다. “부기” 악곡이

라고 명명하고 블루스 베이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블루스 역사에 의거하

지 않고 교육적 의도를 반영한 곡 제목이라 사료된다.

<악보 67> 알프레드 4 《프리미어 부기》

112) 부기우기(블루스) 베이스라고 할 수 없는 변형된 베이스형태나 특정 음형이

반복된 것도 작곡가가 “부기”라고 명명하였으므로 부기우기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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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은 클러스터 아르페지오를 펼친 것으로 부기우기 오른손의 자유로

운 애드리브(Ad lib) 라인을 표현하였다.

<악보 68> 알프레드 4 《프리미어 부기》

② 부기 춤

"Boogie"의 사전적 의미 중 또 다른 의미는 스윙감을 갖는 춤이라고 하

였다. 부기 춤과 관련하여 어드벤처 1B《부기 춤을 춰요!》, 어드벤처 8

《부기 춤추는 곰》이 있었다. <악보 69>는 《부기 춤추는 곰》이다.

<악보 69> 어드벤처 8 《부기 춤추는 곰》

이 곡에는 춤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스윙감을 갖는 변형된 부기우기 베이

스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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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춤을 춰요!》에서는 스윙 리듬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악보 70>

을 보면 부기우기 베이스(워킹 옥타브)의 구성 음을 워킹베이스로 사용하

고 있었다.

<악보 70>《부기 춤을 춰요!》교사파트

스윙 시대에는 앙상블의 규모에서 ‘빅밴드’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영향은

부기우기에서도 보인다. 재즈피아노 주자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

1904-1984) 오케스트라와 제이 맥샨(Jay Mcshann, 1916-2006)의 빅밴드가

대표적으로 부기우기를 연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카운트 베이시는 그의 오

케스트라와 연주시에 피아노로 블루스 선율에 의한 베이스라인을 연주하곤

하였다. 카운트 베이시의 왼손 베이스라인을 콘트라베이스 악기 파트에서

따라하면서 4박의 워킹베이스 형태가 만들어진다. 블루스에 기초한 선율을

베이스로 구현하는 것과 함께 부기우기 베이스를 워킹베이스처럼 베이스라

인에 구사하는 것도 1920년대 음악적 유행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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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 베이스 음형의 반복

전형적인 부기우기(블루스) 베이스는 아니지만 변형된 부기우기(블루스)

베이스를 사용하거나 특정 음형이 악곡 전반에 반복되는 부기우기가 있었

다. 어드벤처 4B《호박부기》와 7A《스파이》에서 볼 수 있었다.

《호박부기》는 Ⅰ-bⅦ-bⅥ-Ⅴ진행을 2분음표 베이스 하행으로 곡 전반

을 패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악곡 이름을 “부기”라고 명명한 것이

다. Ⅰ-bⅦ-bⅥ-Ⅴ진행은 유명 가수 레이 찰스가 “Hit The Road Jack"에서

대중음악에 최초로 사용하였다. 《호박부기》는 대중음악 코드진행을 교육

용 피아노 교재로 가져온 것이다. 이 악곡에서는 베이스 음형의 반복패턴

이라는 의미로 ‘부기’를 썼다. 도, 시b, 라b, 솔이 2분음표로 곡 전반에 베이

스음형이 반복된다.

<악보 71> 피아노 어드벤처 4B 《호박부기》

《스파이》에서는 부기우기 베이스를 변형한 것이 악곡 전반에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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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와 같다.

<악보 72> 피아노 어드벤처 7A《스파이》

부기우기나 그 축소형인 부기 악곡은 같은 패턴의 음형이 곡 전반에 반

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Ⅰ, Ⅳ, Ⅴ를 중심으로

한 화성 진행에서 손쉽게 곡을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음악 심리학

자 마이어는 음악의 기대감 이론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인지과정에서 예측

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 불안이 야기된다고 하였다.113) 반복된 패턴

즉 예상이 가능한 진행은 학습자로 하여금 화성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기우기 베이스 패턴은 테크닉 훈련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

다. 어드벤처에서 3B《부기리듬》에서 부기우기 베이스를 테크닉 훈련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5-3-2-1 다섯 손가락 내의 포지션을 패턴화한 부

기 리듬을 사용하여 손가락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

다.

113) 정현주 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6쇄 (서울: 학지사, 20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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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어드벤처 3B《부기리듬》

④ 기차 및 이동수단

두 교재 모두 열차 및 이동수단을 부기우기(부기)로 표현하고 있었다. 경

제 대 공항과 세계 일차 대전으로 인해 남부의 흑인들은 공장지대가 많은

북부의 도시들로 이동을 하였으며 열차와 관련된 움직임과 소리를 부기우

기 음악으로 담아내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대표적인 부기우기 음악가 루이스 조단

(Luise Jordan, 1908-1975)의 《Choo Choo Ch'Boogie》이다. 이 곡의 가

사는 1946년 세계 일차 대전과 경제 대 공항 전후로 미국으로 돌아온 제대

군인이 화물열차에 무임승차하며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아다

니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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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aded for the station with a pack on my back

 I'm tired of transportation in the back of a hack

 I just love the rhythm of the clickety clack

 I hear the whistle blowing, see the smoke from the stack

 Pal around with democratic fellas named Mac

 Take me right back to the track, Jack

 Choo choo, choo choo ch'boogie

 Whoo whoo, whoo whoo ch'boogie

 Choo choo, choo choo ch'boogie

《Choo Choo Ch'Boogie》의 가사의 한 코러스114)

1940년대 부기우기 악곡의 가사이지만 끝 발음이 “-액”으로 끝나는 힙합

‘랩의 라임’을 엿볼 수 있었다. 부기우기(블루스)가 오늘날 인기 장르인 힙

합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기우기는 열차를 타고 북부로 이동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열차의 기

적소리를 묘사한다. 악곡《Choo Choo Ch'Boogie》에서도 나타난다.

114) https://genius.com/Louis-jordan-choo-choo-chboogie-lyrics. [2021. 5. 21 접

속].

https://genius.com/Louis-jordan-choo-choo-chboogie-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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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Choo Choo Ch'Boogie》의 도입부115)

<악보 74>를 보면 트럼펫과 색소폰이 곡의 도입부(Intro) 열차의 기적소

리를 묘사한다. 음반 제작자인 밀트 게이블러(Milt Gabler, 1911-2001)와 루

이스 조단의 아이디어에 의한 편곡이다.

이러한 요소는 두 교재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어드벤처 3B《높은 산의

화물열차》는 A메이저 Ⅰ의 부기우기 베이스가 곡 전반에 걸쳐 오른손 파

트의 순차 선율과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높은 산의 화물열차》에서는

열차의 기적소리가 단음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악보 75> 부기우기 베이스116)
<악보 76> 어드벤처 3B
《높은 산의 화물열차》

115) Rytvoc Incoporated(1946) USA. Warner Chapell Music Ltd.
116) Todd Lowry, Boogie Woogie P iano (Wisconsin: Hal Leonald Coporation,
20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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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의《복잡한 도시》와 알프레드의《이사》는 다른 악곡들과 달리

이동수단(열차, 유람선)의 단순한 표현을 뛰어 넘어 이동수단과 관련한 “상

황”, “현상”을 묘사하는 확장된 개념을 부기우기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었

다. 《복잡한 도시》는 악곡 가사 속 “빵- 빵- 빵-”의 문구와 자동차 경적

소리를 화음으로 묘사하였고《이사》에서는 이사 가는 상황에서 이사할 장

소에 이동과 관련 도착하여 느려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었다.

<악보 77>은 어드벤처의《복잡한 도시》이다.

<악보 77> 어드벤처 2B 《복잡한 도시》

G 메이저 화음이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내며 바쁜 현대의 도시의 상황을

부기우기 베이스의 반복으로 그리고 있었다.

다음은 《이사》의 악보이다.

<악보 78> 알프레드 3 《이사》



- 107 -

리타르단도와 데크레셴도 기호는 이사하는 상황(이동수단이 이사할 장소

에 도착)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원근법이 사용된 예는 알프레드

5권 《미시시피 유람선》에도 나타난다. <악보 79>와 같다.

<악보 79> 알프레드 5 《미시시피 유람선》

알프레드에서는 열차와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기적소리’ 혹은 ‘뱃고동소

리’를 긴박한 화음으로 처리하면서 난이도에 따라 트라이어드, 세븐 코드,

텐션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다음 <표 22>는 알프레드의 부기우기 악곡에서 이동수단의 소리표현 코

드 난이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2> 알프레드 이동수단의 소리표현 코드 난이도

권 수 곡명 화성

3 이사 G
4 화물열차 부기 C₇
5 미시시피 유람선 G₇9

부기우기 스타일을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악곡들에서 보이는 기차를 비롯한 이동 수단의 소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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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연결되는 이미지들을 속도와 셈여림 지시어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음악적 원근법 개념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이동수단과 연결된 악곡들에서

리타르단도와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p 혹은 mp 같은 음악 기호가 나타난

다. 이는 기차 및 이동수단이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변화하

는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음악을 통한 시각의 음향화 작업은 공

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재로 활용될 수 있었다. 나아가서 알프레드《이사》

와 어드벤처《복잡한 도시》에서는 이동 수단을 특정 상황으로 연결시켰다

는 점이 흥미를 끈다. 악곡 “이사”에서는 이사하는 상황을 이동수단과 함

께 묘사하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즐비한 도시의 복잡한 배경까

지 ‘부기우기’ 스타일과 연결 지음으로써 악곡의 학습 효과를 높여주고 있

었다.

9)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

리듬 앤 블루스는 1940년대에 생겨난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블루스를

바탕으로 한 화성과 전기기타 등을 활용하여 경쾌한 리듬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117) 리듬 앤 블루스라는 용어는 1949년 애틀랜틱 레코드사의 음

반 제작자에서 음악 저널리스트로 전향한 제리 웩슬러(Jerry Wexler, 1917

-2008)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른 용어로 ‘레이스 뮤직’(race music) 즉, ‘인

종 음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30-1940년대 리듬 앤 블루스를 포함한

흑인 음악을 레이스 뮤직으로 따로 분류하여 부른 것은 다분히 인종차별적

117)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9445&cid=40942

&categoryId=33044. [2021. 5. 21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9445&cid=40942&categoryId=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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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처사였다. 그러나 리듬 앤 블루스는 흑인들 고유의 감각에 힘입어 대중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장르로 성장한다.

(1) 리듬 앤 블루스 악곡 분류

<표 23> 리듬 앤 블루스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A 세로줄 연습 74 ○
2B 나의 음악 50-51 ○ ○
4B 호랑이 꼬리 77 ○

알프레드
1 비행기 25 ○

사방치기 96 ○
6 카푸치노 부기 30-31 ○

리듬 앤 블루스 스타일은 어드벤처는 1급, 2급, 4급, 6급에 1곡씩 분포하

고 있었다. 알프레드에서는 1급 2곡, 6급 1곡이 분포하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리듬 앤 블루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2.9%, 알프레드가

2.6%였다.

(2) 스타일 분석

① 블루스와의 차이점

리듬 앤 블루스와 블루스와의 차이점은 마디 구성에서 나타나는데 일반

적인 블루스는 12마디 구성이지만 리듬 앤 블루스는 8마디, 16마디, 32마디

구성이다. 순수 블루스 장르가 대중음악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절’의 개념이 도입되고 코러스(Chorus)와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는 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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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브릿지(Bridge)가 추가되어 마디 구성이 지금의 32마디 대중음악

패턴에 가깝게 변한다. 리듬 섹션이 강조되다 보니 규모가 큰 관악 빅밴드

의 편성을 보인다는 특징도 있다. 8-9인조 이상의 밴드 구성, 그리고 짜임

새 있는 리듬 구조에는 악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R&B 음반 녹음 시

전체 편곡이 악보화 된 점도 즉흥 연주가 보편적인 블루스와의 차이점이

다.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블루스가 슬픔, 좌절 등 우울한 내용이 주를 이

루었다면 리듬 앤 블루스는 사랑과 로맨스를 담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음

악적인 특징은 리듬 앤 블루스 가수들의 보컬 창법에 있는데 노래 중간에

으르렁거리는 뜻한 표현, 비명을 지르듯 처리하는 표현 등 독특한 창법을

갖는다. 이는 가스펠의 영향으로 흑인 리듬 앤 블루스 음악가들은 교회 안

에서 피아노, 오르간으로 블루스 형식의 곡을 연주하며 싱어로 혹은 반주

자로 자라왔다. 흑인 출신 목사들은 감정적으로 설교 도중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강렬한 표현을 보였는데 이런 특성들이

음악에도 반영된 것이다.

② 리듬 앤 블루스의 음형 구조

리듬 앤 블루스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리듬의 변화이다. 리듬

앤 블루스의 리듬은 기존의 것에 룸바 리듬이 유입되면서 더욱 리드미컬해

진다. 실제로 서아프리카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리브해의 댄스

비트는 뉴올리언스 재즈 태동기부터 늘 재즈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

다.118) 쿠바 음악은 빅밴드 시대에 미국에서 1930년대 룸바, 1940년대 맘

118)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즈: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서울: 까치, 2009),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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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950년대 차차차로 이어지는 춤들을 유행시켰다. 당시 쿠바는 미국인들

의 바캉스를 위한 인기 있는 휴양지였고 미국인들은 그곳의 이국적이고 관

능적인 춤을 미국에 들여왔다. 이런 역사 속에서 쿠바 음악과 재즈의 융합

은 쿠밥(Cubop) 혹은 아프로큐반 재즈(Afro-Cuban Jazz)라는 이름으로 불

렸다. 재즈가 대칭적인 스윙감을 갖는다면 라틴의 클라베(Clave) 리듬의

융합은 각 마디가 비대칭적인 긴장을 유발한다.119) 이러한 영향 아래 블루

스에 룸바 리듬의 융합은 기존의 블루스, 부기우기와 리듬 앤 블루스를 구

분 짓는 특징이 된다. <악보 80>은 룸바의 리듬 구조이다.

<악보 80> 룸바의 리듬구조120)

이 리듬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에 아프리카에서 유래하여 라틴에 전해진 3

: 3 : 2 리듬이 부기우기 베이스에 융합되어 다음과 같이 리듬 앤 블루스

의 구조가 된다.

119) 개리 기딘스 & 스콧 드보(Gary Giddins & Scott DeVeaux) / 황덕호 역,

『재즈: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서울: 까치, 2009), 554-556.
120) Frank, Rhythm-Styles for P iano; Neuausgabe in einem Band,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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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리듬 앤 블루스의 구조121)

어드벤처와 알프레드에서는 위의 기본형이 반영된 음형패턴이 발견되었다.

<악보 82> 알프레드 6 《카푸치노 부기》

<악보 82>는 리듬 앤 블루스의 음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알프레드는

리듬 앤 블루스의 일부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스타일 자체를 곡을 통해 소

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베이스 기타에 의해 베이스가 연주되면 블루노트

를 터치하는 오른손 선율은 가스펠의 영향 아래 부름과 응답을 보여준다.

그리고 곡 시작 부분의 ‘질주하듯 힘이 넘치게’라는 지시어는 한층 템포가

빨라진 리듬 앤 블루스의 특징을 암시해준다. 리듬 앤 블루스가 블루스, 부

기우기로부터 리듬만 ‘♪’ 로 변형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익숙한

화성진행 속에서 리듬 요소만 새롭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신선하게 만들 수

121) Frank, Rhythm-Styles for P iano; Neuausgabe in einem Band,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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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룸바의 근원인 클라베 리듬은 춤을 유도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였다.122) 이 같은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 리듬 앤 블루스이다. 교

수학적으로 리듬만 놓고 보았을 때, 블루스나 부기우기 베이스의 ♩나 ♪

의 단순한 나열보다 부점 리듬이 적용된 ♪ 리듬은 난이도를 높인다.

피아노 어드벤처 수록곡은 트라이어드를 단순하게 펼친 것으로 원형 스

타일의 재현이라기보다 교수학적으로 접근한 리듬 앤 블루스의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악보 83> 어드벤처 4B 《호랑이 꼬리》

Ⅰ, Ⅳ, Ⅴ₇ 화음을 앞 페이지 레슨 부분에서 소개받은 후 왼손의 리듬

앤 블루스 패턴 음형에 적용하여 화성 진행 학습에 적용하였다. 삼화음으

로 펼쳐진 베이스는 원형으로부터 변형되어 교육적 의도에 의해 단순화되

었다. 어드벤처 악곡 《호랑이 꼬리》는 리듬 앤 블루스가 갖는 이점을 활

용하여 삼화음 학습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다.

122) 이봉재 “아프로 쿠바 음악의 문화적 의미와 악곡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클

라베의 리듬 형성과 음악적 기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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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큰롤(Rock and Roll)

로큰롤은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나 세계적으로 대중음악의 한

주류를 이룬 연주 스타일과 리듬의 명칭이다.123) 음악적으로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블루스에 강한 비트가 가미된 리듬 앤 블루스에 미국 남서부의

카우보이, 광부, 농부 등 백인 육체노동자들의 통속적인 대중가요 컨트리뮤

직이 골고루 뒤섞인 대중가요 형태이다.

(1) 로큰롤 악곡 분류

<표 24> 로큰롤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3B 돼지의 부기 28-29 ○ ○
4B 우리 모두 토요일을 좋아해요 28-29 ○ ○

빨간 스포츠카 78-79 ○ ○
알프레드 

1 로큰롤 27 ○
4 경쾌한 분위기 84-85 ○
8 1950년대 로큰롤 68-69 ○

피아노 어드벤처는 3급에 1곡, 4급에 2곡이 분포하였고 알프레드는 1급

에 1곡, 4급에 1곡, 8급에 1곡으로 산발적인 분포를 보였다. 알프레드의 1

급 교사 반주, 어드벤처 3급, 4급 교사반주에 로큰롤이 나타나는 것은 피아

노를 접하는 초기의 pre-reading 단계에서도 음악을 만드는 재미와 즐거움

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124) 점을 입증해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로큰

123)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8589&cid=40942

&categoryId=33044. [2021. 5. 21 접속].
124)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 ind, Ear and Bod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8589&cid=40942&categoryId=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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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2.9%, 알프레드가 2.6%였다.

(2) 스타일 분석

로큰롤 피아노 스타일이 블루스에서 파생된 다른 장르들과 구별되는 대

표적인 특징은 오른손의 질주하는 듯한 8비트 리듬이다. 이는 제리 리 루

이스의 특징적인 로큰롤에서 선보인 키보드 스타일이다.125) 할 레오나드(H

al Leonard)사의 “로큰롤 피아노”에서는 이 8분 비트 테크닉을 ‘Hammerin

g Out' 즉 망치질에 비유했는데 이 음형이 강력한 힘을 전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악보 84> 로큰롤 8분음표126)

피아노 어드벤처에서는 이 같은 곡이 3곡 발견되었다. 3B의 《돼지의 부

기》, 4B의 《우리 모두 토요일을 좋아해요》,《빨간 스포츠카》이다. 교사

반주 부분에 질주하는 8비트 테크닉이 나타나는 곡은《돼지의 부기》와

(Van Nuys CA: Alfred Music, 1992), 41.
125) Andy Vinter, Rock 'N' Roll P iano (WI: Hal Leonald Coporation, 2003), 20.
126) Andy Vinter, Rock 'N' Roll P ia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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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스포츠카》이다.《돼지의 부기》의 학생 악곡은 <악보 85>의 곡명

에서 보듯이 부기우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 파트의 질주하는 8비트

리듬에 의해 전체적으로 로큰롤의 느낌을 강하게 전해준다.

<악보 85> 어드벤처 3B 《돼지의 부기》 학생 파트

학생 파트를 보면 부기우기 베이스의 출처는 멤피스 슬림(Mempis-Slim)

스타일로써 시카고 블루스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멤피스 슬림은 존 렌

차트만(John len Chatman, 1915-1988)의 블루스 가수로서 활동 예명이었다.

교사 반주 파트에서는 로큰롤 8분음표가 등장한다. 고음부에서 오른손으

로만 반주되어진다.

<악보 86> 어드벤처 3 《돼지의 부기》 교사 파트의 질주하는 8비트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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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학생의 부기우기 악곡과 교사 파트의 로큰롤 8비트가 앙상블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부기 베이스를 가진 로큰롤 악곡으로 완성이 된다.

주목할 만한 시도인데 이런 조합은 피아노 어드벤처에서만 보였다. 또한

이러한 조합은 로큰롤이 부기우기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악보 87> 3 노트 코드에 의한
부기우기127)

<악보 88> 어드벤처 4B
《빨간 스포츠카》학생 파트

《빨간 스포츠카》악곡 학생의 왼손 파트에서 3음 코드의 부기우기가 사

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앞서 블루스 스타일 분석에서 설명한 미드 럭스 루

이스의 부기우기 스타일이다. 오른손 파트의 노래 선율과 부름과 응답의

구조를 이룬다.

<악보 89> 3 노트 로큰롤 8비트
오른손 패턴128)

<악보 90> 어드벤처 4B
《빨간 스포츠카》교사 파트

127) Harrison, Blues P iano 18.
128) Vinter, Rock 'N' Roll P ia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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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반주 파트에서도 3개 노트가 사용되어 강력한 운동 리듬(Powerful

Motor Rhythm)을 만들어낸다.129) 《돼지의 부기》에서처럼 학생 파트 베

이스 리듬은 부기우기 패턴이지만 교사 파트의 질주하는 8비트 리듬으로

로큰롤 느낌이 강하다.

학생 솔로의 로큰롤 음형은 점차 연주의 빠르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4급 이후에 나타난다. 로큰롤의 질주하는 듯한 8분음표는 템포감각을 높여

주며 곡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건반에서 혹은 피아노에 적용하는 로큰롤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모두 토요일을 좋아해요》에서는 보컬 음악 형태인 노래 대 반주로

나타난다.

<악보 91> 어드벤처 4B 《우리 모두 토요일을 좋아해요》

129) Andy Vinter, Rock 'N' Roll P ia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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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로큰롤 음악가 척 베리(Chuck Berry)의 로큰롤 기타 리프130)이다.

<악보 92> 고전적인 로큰롤 기타 리프131)

악곡《우리 모두 토요일을 좋아해요》의 베이스 음형은 척 베리의 것을

변형한 형태이다.

알프레드의 로큰롤은 Ⅰ-Ⅵm-Ⅱm-Ⅴ₇의 코드 진행에 의한 것이었다.

어드벤처와 같이 부기우기 베이스나 질주하는 로큰롤 8비트의 것이 보이지

않았다. 1950년대 로큰롤의 다른 하나의 특징인 Ⅰ-Ⅵm-Ⅱm-Ⅴ₇진행이다.132)

<악보 93> 크루 커츠의 쉬붐(Sh-Boom) Ⅰ-Ⅵm-Ⅱm-Ⅴ₇의 코드 진행133)

130) 일정한 코드 진행을 반복하는 반복구를 의미한다. 보통 2마디로 이루어진다.
131) Vinter, Rock 'N' Roll P iano 18.
132)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66.

133) Copyright 1954 Hill & Range Songs Incorporated/Brenner Music

Incorporated, USA. Carlin Mus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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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피아노 8《1950년대 로큰롤》의 진행은 악보와 같이 Ⅰ-Ⅵm-

Ⅱm₇-Ⅴ₇가 사용되었다.

<악보 94> 알프레드 8 《1950년대 로큰롤》

<악보 95>와 같이 Ⅰ-Ⅵm-Ⅳ-Ⅴ₇로 Ⅱm가 Ⅳ로 대체될 수 있다.134)

<악보 95> Ⅰ-Ⅵm-Ⅳ-Ⅴ₇의 로큰롤 코드 진행135)

134)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66.

135)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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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알프레드 1 《로큰롤》

알프레드 1의 《로큰롤》의 교사반주 파트에서 Ⅰ-Ⅵm-Ⅳ-Ⅴ₇의 코드진
행이 발견되었다. 로큰롤의 경향 중 하나인 Ⅰ-Ⅵm-Ⅱm-Ⅴ₇, Ⅰ-Ⅵm-Ⅳ-
Ⅴ₇ 진행은 재즈 및 대중음악에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중음

악의 Ⅰ-Ⅵm-Ⅳ-Ⅴ, Ⅰ-Ⅵm-Ⅱm-Ⅴ₇, 코드진행은 많은 인기 있는 대중음

악의 코드진행에 사용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

건이 된다. 박민영(2012)은 “초등학생의 학교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인

식” 연구에서 학생들이 음악을 접하고 경험하는 정도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6) 학생들이 대중음악을 접하는 경로는 TV, 라디오, 휴

대폰,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한 것이며 평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

다. 평소에도 많이 접할 수 있는 Ⅰ-Ⅵm-Ⅳ-Ⅴ, Ⅰ-Ⅵm-Ⅱm-Ⅴ₇, 코드진
행은 학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36) 박민영, “초등학생의 학교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핚교 석사학위논문),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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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록(Rock)

록은 대중음악의 한 갈래로, 1950년대 ‘로큰롤’로 발원해 대략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음악의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시대를 이끌었던 장르를 지칭한

다.137) 록은 보통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드럼, 보컬 편성의 밴드 음악

형태를 갖는다. 흑인들의 리듬 앤 블루스와 백인의 컨트리 음악이 결합해

탄생한 로큰롤로부터 다양한 장르들이 파생했는데 록을 비롯하여 펑크, 프로

그레시브 록, 헤비메탈, 루츠 록, 포스트 록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

(1) 록 악곡 분류

<표 25> 록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B 북소리 25 ○
해군의 춤 53 ○

2A 들소의 전설 82-83 ○ ○
6B 캠프파이어의 기타 43 ○
7B 파도타기 28-29 ○

알프레드

1
일정한 4분 음표 11 ○

즐거운 음악 42 ○
도(C)에서 손가락 바꾸기 60 ○

화살촉 61 ○
4 나의 음계 72-73 ○
6 신나는 록 26 ○

137) 김학선 외 2인 공저, 『음악장르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docId=5682530&cid=62892&categoryId=62892. [2021. 5. 21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2530&cid=62892&categoryId=6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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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는 1급에 2곡, 2급에 1곡, 6급에 1곡, 7급에 1곡 알프레드는 1급

에 4곡, 4급에 1곡, 6급에 1곡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록

악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6.8%, 알프레드는 5.3%였다.

(2) 스타일 분석

① 헤비메탈과 파워코드

두 교재에서 보이는 록 스타일에는 헤비메탈에서 나온 파워코드가 있었

다. <악보 97>과 같다. 근음과 5음으로만 이루어진 코드들이 보이는데 이

를 파워코드라고 한다. 코드의 표기는 알파벳 코드표기 옆에 5를 붙인다.

<악보 97> 헤비메탈의 파워코드138)

어드벤처는 악곡《북소리》교사 파트에서 파워코드를 통하여 북소리의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138)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88.



- 124 -

<악보 98> 어드벤처 1B 《북소리》에서 사용된 파워코드

② 록의 4비트와 8비트 반주음형

<악보 99>, <악보 100>은 록 베이스 4비트와 8비트 반주 음형들이다.

<악보 99>, <악보 100> 해군의 춤에서 보이는 록의 베이스 패턴139)

다음은 어드벤처 1B 악곡 《해군의 춤》에서 보이는 반주 음형이다. 이

는 록에서 보이는 베이스 반주를 사용한 것이다.

<악보 101> 어드벤처 1B 《해군의 춤》

139)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2nd Ed. (WI: Halleonard Corporation),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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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춤에서 보이는 록의 베이스 반주 음형은 4비트와 8비트의 음형을

2배 늘린 것이었다. 록 장르를 통하여 악곡 제목 ‘해군’이란 단어의 강렬한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③ bⅦ-Ⅰ코드진행

록의 특징적인 화성진행인 bⅦ-Ⅰ진행이 교제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다

음 <악보 102>는 록의 화성진행을 보여주는 예이다.140)

<악보 102> Ⅰ- ♭Ⅶ 의 록 화성진행141)

어드벤처 6B《캠프파이어의 기타》에서 ‘♭Ⅶ-Ⅰ'의 화성진행이 보였다.

<악보 103> 어드벤처 6B 《캠프파이어의 기타》

140)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79.

141)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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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파이어의 기타》를 보면 C-B♭의 화성진행이 보이는데 이 역시

록에서 사용되는 ♭Ⅶ-Ⅰ 화성진행이다.

알프레드에서도 이와 같은 록의 화성 이디엄이 있었다.

<악보 104> 알프레드 6 《신나는 록!》

<악보 104> 알프레드《신나는 록!》에서 Ⅰ와 ♭Ⅶ의 코드진행이 보인

다. Ⅰ과 ♭Ⅶ의 코드진행 후 6도 학습을 유도하고 있었다.

알프레드 4 《나의 음계》에서는 Ⅰ와 ♭Ⅶ을 보이면서 2마디 구성의 리프

와 G로 시작하는 음계가 부름과 응답의 구조를 보이며 반복하며 나타난다.

<악보105> 알프레드 4 《나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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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프 록(Surf Rock)

어드벤처 7B《파도타기》를 록의 장르로 구분한 것은 베이스의 강한 4

비트 진행과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서핑 록 스타일을 보였기 때문이다.

<악보 106> Chuck Berry 《Surfing U.S.A.》142)

다음은 어드벤처의 것이다.

<악보 107> 어드벤처 7B 《파도타기》

《Surfing USA》와 《파도타기》의 4비트 베이스와 오른손 아프로큐반

에서 유래된 리듬 ‘♪’이 적용된 코드가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어드벤처

에서 나타난 록 스타일의 경향들은 첫째, 《해군의 춤》,《북소리》와 같이

142) Copyright ⓒ 1958, 1963(Renewed) by Arc Music Corporation (BMI) and

Isalee Music Inc (BMI) Arrange Copyright ⓒ 2008 by Arc Music

Corporation (BMI) and Isalee Music Inc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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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함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악곡에서 사용되었고 둘째, 《캠프파이어의

기타》와 같이 악기편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타를 나타내는 악곡에

서도 록 이디엄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1960년대 순간적인 유행을 보였

던 서핑 록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알프레드는 《나의 음계》와 《신나

는 록!》에서 짧은 리프 후 6도와 음계학습을 위해 부름과 응답의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12) 재즈 블루스 (Jazz Blues)

재즈 블루스는 블루스에 재즈 이디엄이 적용된 스타일을 말한다. 재즈

스탠더드 레퍼토리의 큰 부분은 블루스나 블루스 타입의 노래들로 구성된

다. 이를 재즈로 풀어가는 것을 재즈블루스라고 한다.

(1) 재즈 블루스 악곡 분류

<표 26> 재즈 블루스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알프레드

6 뉴올리언스 재즈 8-9 ○
신나는 기차여행 84-85 ○

7 맨해튼 블루스 8-9 ○
8 블루스 재즈 29 ○

어드벤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알프레드에서 후반 레벨인 6급부터 8급

까지 보였다. 6급 2곡, 7급 1곡, 8급 1곡이 발견되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재즈블루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알프레드만 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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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분석

재즈 음악인들은 블루스 악곡으로 즉흥 연주할 때에 한 악곡을 한번 연

주하고 끝내지 않는다. 앙상블을 하는 과정에서 악기 구성원의 합의에 의

해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을 코러스(Chorus)라

고 부른다. 그 과정에서 블루스 화성진행의 끝부분을 변형해야 하는 상황

이 생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화성 진행 어법으로 원곡의 화성을

변형시킨다. 보통 끝의 두 마디를 변형하는데 이를 턴어라운드(Turnaround

s)143)라고 부른다. 대개 Ⅰ-Ⅵm-Ⅱm-Ⅴ진행 혹은 Ⅱm-Ⅴ-Ⅰ진행을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블루스 악곡들의 화성 진행을 살펴본 결과 어드벤처

에서는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았지만 알프레드에서는 발견되었다. 이를

재즈블루스라고 한다. 알프레드 피아노에서는 6권부터 이 같은 진행이 나

타났다.

6권 악곡《뉴올리언스 재즈》의 끝부분에서는 Ⅱ₇-Ⅴ-Ⅰ진행이 보였다.

<악보 108> 알프레드 6 《뉴올리언스 재즈》

143) 턴어라운드(Turnarounds)란 다시 악곡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12마디

블루스에서 끝부분에 해당하는 11 마디와 12 마디에 코드를 바꾸어 처음으로

돌아가기 적합하게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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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처음 E₇의 화성이 보인다. 이후 화성 A를 보이면서

악곡의 첫 시작 화성 D로 돌아간다. 이는 Ⅱ₇-Ⅴ-Ⅰ진행을 통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클래식의 음악지시어 'D. C. al Coda'를 통해 다음

코러스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악곡《신나는 기차여행》에서는 블루스의 화성진행(Ⅰ Ⅰ Ⅳ Ⅰ Ⅴ Ⅳ

Ⅰ) 후 F장조의 Ⅴ(증화음)에 해당하는 C+을 배치하고 처음으로 돌아간다.

<악보 109> 알프레드 6 《신나는 기차여행》

이 악곡에서도 'D. C. al Coda'를 통해 다음 코러스의 진행할 것을 지시

하고 있었다.

7권의《맨해튼 블루스》는 A-B-A'형식 아래에 각각 8마디 구성이다. A

와 A'는 블루스 화성진행을 보인다. B는 블루스 엔딩의 화성진행에서 영

향을 받은 Ⅳ-#Ⅳ⁰-Ⅰ의 화성진행을 보이다가 마디 16-17에서 Ⅰ-Ⅵm-Ⅱ

m-Ⅴ-Ⅰ진행 후 블루스 진행의 A'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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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0> 알프레드 7 《맨해튼 블루스》

앞의 6급에서는 음악 지시어를 통해 앞으로 돌아갔다면 7급에서는 원래

의 턴 어라운드(Ⅰ-Ⅵ-Ⅱm-Ⅴ) 진행을 통해 블루스로 진입한 것이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인 ‘턴 어라운드’를 적용한 재즈블루스를 교재 후반부에 배치한 것

은 이전 레벨에서 Ⅰ, Ⅳ, Ⅴ의 블루스의 단순한 화성진행으로부터 난이도

가 올라간 화성진행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화성 진행

방식의 이점은 재즈 및 대중음악 악곡을 반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이다. 한 번 더 곡을 반복해야 하는 상항에서 Ⅰ-Ⅵm-Ⅱm-Ⅴ진행 혹은

Ⅱm-Ⅴ-Ⅰ진행을 곡 끝부분에 배치하면 세련된 반복이 가능하다. Ⅰ가 곡

끝에 배치되었다면 Ⅰ 대신 대리화성 Ⅵm를 배치한다던지 알프레드의 경

우처럼 C메이저 내의 다이어토닉 코드인 Ⅰ의 또 다른 대리화성 Em의 세

컨더리 도미넌트인 Ⅵ₇을 배치하고 Ⅱm-Ⅴ₇ 후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곡의 구조에서 Da Capo를 소개할 때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악곡《신나는 기차여행》에서 Ⅴ의 증화음을 배치시키는 것

은 빠른 진행의 재즈와 대중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듬인 ‘♪’와 같은

리듬을 적용하면 신나는 느낌을 유지한 채 곡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



- 132 -

13) 재즈 (Jazz)

미국의 흑인의 민속음악과 백인의 유럽음악의 결합으로 미국에서 생겨난

음악이다.144)

(1) 재즈 악곡 분류

<표 27> 재즈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A 칙칙 폭폭 78 ○
2A 종이비행기 48 ○
2B 성자들의 행진 71 ○
3B 재즈 열풍 58 ○ ○
4B 재즈 페스티벌 40-41 ○
5B 문어의 춤(원곡: 이리운하) 30-31 ○ ○

여리고의 싸움 32-33 ○
7B 그랜드 센트럴 역 10-11 ○
8 재즈이야기 6-7 ○

그대 떠난 뒤 84-85 ○

알프레드 

1
사탕 34 ○

영화를 보며 86 ○
자전거 88 ○

2 성자들의 행진 90-91 ○ ○
5 탭댄스 59 ○

7
재즈 소품 13 ○

미주리 강 발라드 18-19 ○
멋진 탭댄스 35 ○

나에게 두뇌가 있다면 74-75 ○
다운타운 재즈 86-87 ○

8
칙칙폭폭

(Chattanooga Choo Choo) 73-75 ○
이게 스윙이야 76-77 ○

144) 『두산백과』 “재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8931&cid

=40942&categoryId=33045. [2021. 5 22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8931&cid=40942&categoryId=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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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는 분류하기 가장 애매한 장르였다. 기본적인 특징인 텐션145)과 Ⅱ

m-Ⅴ-Ⅰ진행이 이미 다른 장르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작곡가가 곡명에 재즈라고 명시한 곡을 기준으로 우선 보았으며 텐션

과 Ⅱm-Ⅴ-Ⅰ진행은 물론이고 재즈 피아노에서 보이는 가이드 톤 보이싱

(Guide Tone Voicing), 버드파웰 보이싱(Bud Powell's Voicing) 다른 말로

쉘 보이싱(Shell Voicing), 그리고 재즈의 특정 시대 스타일이 재현된 것인

지를 분류의 기준으로 보았다. 어드벤처는 9곡 알프레드는 11곡이 분류되

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재즈 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가

9.8%, 알프레드가 10.7%였다.

(2) 스타일 분석

① 마이너 재즈 악곡

알프레드 피아노 7권《재즈 소품》은 D 마이너의 곡으로 스윙감은 없으

며 D 마이너 블루스의 특징으로 5음인 A♭음이 곡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마이너 곡이므로 스케일의 특성상 3음과 7음이 이미 반음이기 때문에 5번

째 음을 반음 내린다.

<악보 111> 알프레드 7 《재즈 소품》Ⅰm-bⅡ-Ⅰm 종지

145) 기본적인 화음 구성 윗부분에 어떤 논 하모닉 톤(비화성음)을 쌓아올려 긴장

감을 유발하는 음.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텐션 노트”



- 134 -

Ⅰm-♭Ⅱ-Ⅰm 종지의 ♭Ⅱ는 Ⅳm의 대리화음이다. Gm와 E♭의 코드 구

성 음에서 E♭음 한음만 차이 난다. Dm와 E♭은 반음 순차관계라 무리 없

이 사용이 가능 하다.

② 가이드 톤 보이싱(Guide Tone Voicing)

코드의 성격을 결정하는 3음과 7음이 사용되어 "가이드 톤(Guide

Tone)"이라 부른다. 어드벤처《칙칙폭폭》교사반주에서 사용되었다. <악보

112>에서 C₇의 코드 구성음 중 3음과 7음은 E음과 B♭음이다. 이를 오른

손에 배치하였다.

<악보 112> 어드벤처 1A 《칙칙폭폭》

③ 버드 파웰 보이싱(Bud Powell Voicing) · 쉘 보이싱(Shell

Voicing)

피아노 어드벤처 8권에 낸시 페이버가 쓴 《재즈이야기》에서 재즈 피아

니스트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인 왼손에 7도 음정을 짚고 오른손에 텐션 음

을 배치하는 것이 보였다. 이를 ‘버드 파웰 보이싱(Bud Powell Voicing'

혹은 ‘쉘 보이싱(Shell Voicing)’이라고 한다. <악보 1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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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3> 어드벤처 8 《재즈이야기》

④ 텐션 보이싱

피아노 어드벤처의 교사반주에는 재즈피아노의 텐션 보이싱이 등장한다.

<악보 114>와 같다.

<악보 114> 어드벤처 2A 《종이비행기》 교사 반주

왼손에 1음과 5음 오른손에 ♭3음과 ♭7음을 짚는 가이드 톤 보이싱과 G₇
♭9.11의 재즈의 텐션 보이싱에 의한 반주였다.

⑤ 뉴올리언스 재즈

알프레드 2 《성자들의 행진》의 교사반주에서 뉴올리언스 재즈 스타일

을 재현하는 것이 있었다. <악보 1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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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5> 알프레드 2 《성자들의 행진》

뉴올리언스 재즈의 관악기 군집들의 선율이 주고받는 양상이 재현되었

다. 이는 두 교재 전체 악곡서 알프레드의 《성자들의 행진》에서만 보이

는 양상이다.

⑥ 스윙 재즈

악곡《다운타운 재즈》는 스윙 리듬을 구사하는 스윙 스타일로 Ⅰ-♭Ⅶ-

♭Ⅵ-Ⅴ진행의 도입부(Intro) 후 곡이 진행된다. 이렇듯 재즈는 융합으로 탄

생하였고 융합으로 진화하는 특성으로 대중음악의 코드진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악보 116> 알프레드 7 《다운타운 재즈》의 Ⅰ-♭Ⅶ-♭Ⅵ-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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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의《칙칙폭폭》은 글렌 밀러(Glen Miller, 1904-1944)와 그의 오케스

트라가 연주한 곡이다. 스윙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글랜 밀러와 그의 관

악기 위주의 오케스트라로 녹음했는데 부기우기의 영향이 보이는 곡이다.

이 곡은 스윙 리듬을 구사하면서도 Ⅱm-Ⅴ₇-Ⅰ의 학습을 위해 배치된 곡이다.

<악보 117> 알프레드 8 《칙칙폭폭》

알프레드 8급에서는 Ⅱm-Ⅴ₇-Ⅰ의 학습 아래 있었다면 어드벤처의 5B

《문어의 춤》에서는 스윙리듬과 3 : 3 : 2 싱커페이션 리듬이 악곡 전반

에 고루 배치되어 스윙재즈가 갖는 그루브(Groove)146)를 학습하기에 좋은

악곡이었다.

<악보 118> 어드벤처 5B 《문어의 춤》

146) 악곡의 스타일이 요구하는 리듬감을 잘 재현하는 것을 그루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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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즈 발라드

《미주리 강 발라드》는 느린 스윙 곡으로 재즈 발라드147)에 해당한다.

<악보 119> 알프레드 7 《미주리 강 발라드》

재즈 및 대중음악 장르는 세부적으로 빠른 것과 느린 것, 즉 장르 이름

앞에 페스트(Fast)와 슬로우(Slow)가 붙는 장르들이 있다. 슬로우 록, 슬로

우 가스펠처럼 느린 장르에는 셋잇단음표가 붙는 특징이 있다. 느린 스윙

곡인 《미주리 강 발라드》에도 셋잇단음표가 보인다.

<악보 120> 알프레드 7 《미주리 강 발라드》

어드벤처는 《재즈이야기》에 나타났듯 보이싱 개념에서의 버드 파웰 보

이싱(쉘 보이싱), 텐션 보이싱 등 재즈피아노의 원론적인 개념을 곡에 녹여

쓰고 있었다. 7도 음정의 복습을 위한 용도인 이 곡은 재즈피아노의 어법

147) 느린 스윙 재즈를 ‘재즈 발라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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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8급에 배치시켰다. 알프레드는 주로 Ⅰm-♭Ⅱ

-Ⅰm 과 Ⅰ-♭Ⅶ-♭Ⅵ-Ⅴ, Ⅱm-Ⅴ₇-Ⅰ 등 화성진행을 통한 재즈 스타일을

실현하고 있었다. Ⅱm-Ⅴ₇-Ⅰ진행 학습 목표 아래 배치된 악곡들 중 스윙

곡《칙칙폭폭》을 포함시키고 있다. Ⅱm-Ⅴ₇-Ⅰ은 재즈에서 75%이상 사용

되는148)특징적인 진행이다.

14) 재즈 왈츠(Jazz Waltz)

재즈왈츠는 클래식의 왈츠에 재즈가 접목된 장르이다. 재즈 음악에서 이

러한 시도는 1918년도 단 & 하비 재즈밴드(Dan and Harvey's Jazz Band)

의《Missouri Waltz》, 1928년 멤피스 저그 밴드의《Mississippi Waltz》,

1935년 베니 카터(Benny Carter, 1907-2003)의《Waltzing The Blues》, 19

42년 패츠 월러(Fats Waller, 1904-1943)의《Jitterburg Waltz》, 1956년 비

밥의 영향 아래 소니 롤린스(Sonny Rollins, 1930-)의《Bob Waltz》, 1961

년 빌 에반스(Bill Evans, 1929-1980) 트리오《Waltz for Debby》가 있었

다.149) 클래식 음악에서는 1938년 클래식 작곡가이지만 재즈의 영향을 받

은 쇼스타코비치(Dmitrii Schostakovich, 1906-1975)의《Jazz Suite》가 3/4

박자 안에서 왈츠의 움파파(Oom-pah-pah)리듬 안에 재즈의 이디엄을 받

아들여 작곡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의 성인 피아노 학습

자들에게 학습 레퍼토리로 선호된다고 한다.

148) Jerry Coker "Jazz Keyboard for P ianists and Non-P ianists: Class or
Individual Study (Van nuys: CA, Alfred Music, 1984), 15.

149) https://en.wikipedia.org/wiki/Waltz_(music). [2021. 5. 22 접속].

Frank, Rhytm-Style for P ia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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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즈 왈츠 악곡 분류

<표 28> 재즈 왈츠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B 똑같아요 94 ○
솜사탕 98-99 ○

7A Ⅰ화음과 Ⅴ7화음의 

청음 연습 
23 ○

알프레드 

1

쉼 없는 왈츠 48-49 ○
뽑기 54 ○
왈츠 62 ○

모든 음을 고르게 68-69 ○
멋진 분위기 108-109 ○

2
옛날 생각해요 36-37 ○

젓가락 42 ○
겨울 왈츠 46-47 ○

5 공원의 재즈 30-31 ○
7 남빛 물결 24-25 ○

재즈왈츠는 3/4박자에 재즈의 리듬 중 아프로큐반의 영향에 의한 리듬

(), 또 다른 재즈의 핵심 리듬인 케이크워크(Cakewalk)의 리듬이 수반

되어 정형을 이루는 리듬(♪♩♪♩♩), 재즈왈츠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

는 리듬(♩) 사용이 발견된 악곡들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어드벤처

는 1급에 2곡, 7급에 1곡이 발견되었고 알프레드는 1급에 5곡, 2급에 3곡,

5급에 1곡, 7급에 1곡이 발견되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재즈왈츠가 차지

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2.9%, 알프레드가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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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분석

재즈왈츠를 피아노에 적용한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악보 121 > 재즈왈츠의 기본음형150)

<악보 119>를 보면 ‘♪♩♪♩’의 기본리듬이 보인다. 이는 케이크워크가

재즈로 흘러들어온 영향이다. 이 같은 예로 알프레드 5급의《공원의 재

즈》가 있다. 재즈의 리듬을 사용하고 화성에서는 끝의 화음에 GM₇13을 사
용하였다. 3/4박자 안에서 싱커페이션이 포한된 ♪♩♪♩♩리듬이 사용

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을 위해 화성은 비교적 평이하게 세븐 화음까지

사용하였고 끝 화음에만 13 텐션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122> 알프레드 5 《공원의 재즈》

150) Frank, Rhytm-Style for P ia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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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왈츠에 재즈의 특징적인 리듬 중 하나인 라틴 아프로큐반 룸바의

리듬 구조를 접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3/4박자에 2분음표와 4분음표 2개의

음가로 구성된 멜로디가 있는 마디를 ‘’ 리듬으로 편곡할 수 있다. 아

래의 악보와 같은 유형이다.

<악보 123> 아프로큐반의 영향을 받은 재즈왈츠 리듬(드럼비트)151)

이 리듬은 알프레드 피아노 7의《남빛 물결》의 오른손 파트 3/8박자 안

에서 보였다.

<악보 124> 알프레드 7 《남빛 물결》

이를 아래의 도식으로 구조화해보면 아프로큐반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

인된다. 점팔분음표 2개의 것을 뒤의 점팔분음표만 16분음표로 하위 분할

한 것이다.

151) ⓒ2018 Todd Bishop www.pdxdrumm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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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프로큐반음악에서 유래된 재즈리듬과

《남빛물결》의 오른손 리듬 구조

악곡 남빛 물결 또한 공원의 재즈처럼 끝부분에서 Dadd9이 사용되나 나

머지 화성들은 평이했다.

두 교재에서 재즈왈츠로 분류되는 악곡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왼손 반주

에 ‘♩’ 리듬이 사용되는 점이다. 보통 클래식 음악의 경우 ‘강약약’의 3

박자계의 셈여림 성질상 뒷부분에 에너지의 흐름을 역행하는 긴 음가를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치하지 않는다. 아래의 악보는 피아노 교육 작

품 작곡가 크리스토퍼 노튼(Christopher Norton, 1953-)의 《Jazz Waltz》

이다.

<악보 125> 크리스토퍼 노튼 《재즈 왈츠》(Jazz Waltz)152)

152) Digital editions copyright 2002 by Boosey & Hawkes music Publicati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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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피아니스트 패츠 월러의 《지터버그 왈츠》에서도 보인다.

<악보 126> 패츠 월러 《지터버그 왈츠》(Jitterbug Waltz)153)

아래의 악보는 랜달 페이버와 낸시 페이버가 만든 Jazz & Blues 작품집

1권의 《Cool Breeze Waltz》 교사 반주 부분이다. 여기서도 왼손 반주에

서 ‘♩’ 리듬이 확인이 된다.

<악보 127> Jazz & Blues 1 《쿨 프리즈 왈츠》

(Cool Breeze Waltz)154)

단순한 왈츠의 리듬을 재즈 왈츠로 변형시켰을 때의 이점은 리듬감의 향

상이다. 죠셉 레빈(Josef Lhevinne, 1874-1944)은 그의 저서《피아노 주법

153) Copyright 1942 Robbins Music Corporaion, 799 7th Ave., NY
154) 낸시 페이버 & 랜달 페이버(Nancy Faber & Randal Faber) / 문규식,

『Jazz & Blues 1』 서울: (주)뮤직에듀벤처, 5쇄 20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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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에서 특정 지역의 인종들이 원래 태어나자마자 리듬감이 좋은 것

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이런 복잡한 리듬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익숙

하게 된다고 하였다.155) 평이한 리듬보다 싱커페이션이 포함된 리듬을 자

주 접하는 것은 학습자의 리듬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춤과 연관한 클

래식의 왈츠와 라틴댄스의 배경음악이 되는 아프로큐반 리듬의 혼합으로

탄생된 재즈왈츠 리듬은 학습을 넘어 리듬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점도 있

다. 새로운 리듬 형태를 배우는 곡에서 화성 어법은 어렵게 만들지 않는

교수학적 의도를 두 교재에서 볼 수 있다.

15) 펑크 (Funk)

펑크는 1960년대 중반 제임스 브라운에 의해 생겨난 장르이다. 재즈, 리

듬 앤 블루스, 소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펑크음악은 멜로디와 코드 진행

보다는 전자 베이스 기타와 드럼의 강하고 리드미컬한 그루브(Groove)가

특징이다. 아프리카 리듬이 스페인을 거쳐 라틴의 영향까지 받은 음악이다.

라틴 중에서도 맘보의 영향을 받았다. 펑크의 대표 음악가로는 제임스 브

라운 외에 샤카 칸(Chaka Khan, 1953-)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Sly

and the Family Stone) 린 콜린스(Lyn Collins, 1977-)가 있다.

155) 죠셉 레빈(Josef Lhevinne) / 정진우 & 이영인 역, 『피아노 주법의 기초』

(서울: 음악춘추사, 20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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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펑크 악곡 분류

<표 29> 펑크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7A 신나는 파티 13 ○

펑크는 리듬 앤 블루스로부터 발전된 하위 장르 중 하나로 댄스음악으로

분류되며 리듬이 중요한 요소인 장르이다. 펑크의 핵심 리듬인 ♪♬⏑♬♪

리듬이 분류의 기준이 되었으며 어드벤처에서만 7급에 1곡 발견되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펑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만 0.9%였다.

(2) 스타일 분석

펑크 음악을 규정짓는 요소는 리듬에 있다.

<악보 128> Wild Cherry 《Play That Funky Music》156)

156) https://sheetmusic-free.com/play-that-funky-music-sheet-music-wild-cherr

y/. [2021. 5. 22 접속].

https://sheetmusic-free.com/play-that-funky-music-sheet-music-wild-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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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9> Stievie Wonder 《Superstition》157)

펑크는 댄스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3 : 3 : 2 박자 라틴 아프로큐반 음악

중 맘보의 리듬이 나타난다. 위 두 악보를 보면 16분 음표가 존재하는 16

비트 계열이며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 사이에 붙임줄에 의한 싱커페이션

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는 <악보 130>, <악보 131> 맘보 패

턴 중 오른손 파트 첫 번째 패턴의 두 번째 마디 1, 2박과 두 번째 패턴 3,

4박을 조합한 것이다. ♩♫⏑♫♩의 것이 16비트로 두 배 빨라진 것이다.

157) Copyright ⓒ 1972 Jobete Music Co., Inc and Black Bull Music This

arrangement Copyright ⓒ 2017 Jobete Music CO., Inc. and Black Bull Music

All Rights Administered by Sony/ATV Music Publishing TN
158) Frank, Rhythm-Styles for P iano; Neuausgabe in einem Band, 46-47.
159) Frank, Rhythm-Styles for P iano; Neuausgabe in einem Band, 46-47.

<악보 130> 맘보의 음형패턴 1 158) <악보131> 맘보의 음형패턴 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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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에서는 이러한 펑크 리듬을 사용한 곡이 보였고 알프레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악보 132> 어드벤처 7A 《신나는 파티》

어드벤처의 《신나는 파티》는 댄스음악 장르의 신나는 리듬을 Am 화

성의 학습에 적용한 경우이다. 화성 학습에 있어서도 단순한 주입식 교육

은 학습자를 지루하게 만듦으로써 효율이 떨어진다. 댄스음악 장르의 리듬

을 도입하여 화성을 배우고 교사와 학습자가 번갈아가며 펑크리듬의 반주

에 맞추어 A화성 단음계로 즉흥연주를 유도하게 하였다. 이는 주어진 장르

의 리듬과 화성 안에서 즉흥연주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16) 고고 (Go-Go)

고고는 1960년 중반부터 1970년 후반까지 워싱턴 D. C.에서 유래된 펑크

의 하위 장르이다. 워싱턴에서는 ‘고고’를 2020년 2월에 워싱턴 D. C.를 대

표하는 공식 음악으로 지정하였다.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척 브라운

(Chuck Brown, 1936-2012)이 있다. 고고 또한 댄스음악 장르에 속하며 댄

스홀에서 관중과 라이브로 부름과 응답을 하며 직접 호흡하던 장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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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고 악곡 분류

<표 30> 고고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3B 춤을 춥시다. 16-17 ○ ○
8 리듬이동 2 120-121 ○

알프레드 6 가(A)단조 주요 화음 105 ○

고고는 펑크의 하위 장르로써 댄스음악의 범주에 들어간다. 고고의 핵심

리듬인 ♩♫⌣♫♩리듬이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 어드벤처에서는 3급과 8급

에 1곡씩 알프레드는 6급에 1곡이 발견되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고고

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1.9%, 알프레드가 0.8%였다.

(2) 스타일 분석

<악보 133> 고고의 음형 패턴 160)

<악보 133>은 고고의 음형이다. <악보 134>는 피아노 어드벤처 3B《춤

을 춥시다.》이다.

160) 이선아 & 곽혜경, 『렛츠고 재피 리듬 테크닉』(서울: 아이뮤직 새암미디어,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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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4> 어드벤처 3B 《춤을 춥시다》

두 악보의 기본리듬은 같다. 악곡《춤을 춥시다》는 학생 파트는 멜로디

를 교사 파트에서는 고고 리듬을 배경으로 반주를 한다. 춤과 연관한 악곡

으로 고고 리듬을 설정한 악곡이다.

피아노 어드벤처 8 《리듬이동 2》에서는 화음 파악을 하며 초견을 빠르

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고고 리듬을 사용하고 있었다. 화음 학습을

보다 흥겨운 리듬으로, 또는 특정 화성을 지루하지 않게 연습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악보 135> 어드벤처 8 《리듬이동 2》

알프레드는 고고 스타일을 차용함에 있어 어드벤처보다 더 단순한 음형

을 사용하였다. <악보 136>은 고고리듬이 단순화된 패턴으로 나타난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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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6> 고고리듬 음형패턴 2.161)

알프레드 6급《가단조 주요화음》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A단조의 주요 3화음을 고고 리듬에 넣어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고고 스타

일에서는 피아노 어드벤처의 것이 더 리드미컬하였다.

<악보 137> 알프레드 6 《가단조 주요화음》

《가단조 주요화음》에서도 화음을 학습하는 목표 아래 가단조의 주요화

음을 학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폭스트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흥겨운

느낌을 주지만 포지션의 변화가 많지 않은 리듬의 특성을 이용하여 화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161) 이선아 & 곽혜경, 『렛츠고 재피 리듬 테크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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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팝 발라드 (Pop Ballad)

팝 발라드는 본래 서양 고전음악의 한 장르로 이야기 형태나 시나 악곡

을 지칭하던 발라드에서 유래되어 현대에는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로 노

래하는 서정적인 음악 스타일을 말한다.162)

(1) 팝 발라드 악곡 분류

<표 31> 팝 발라드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1B 꿈나라 46 ○
3A 공상 38-39 ○
5B 아이스 댄싱

(원곡: 바이엘) 64-65 ○
7A 손목으로 리드하기1 27 ○

7B
손목으로 리드하기2 5 ○

붓으로 그리기 30 ○
샹송 31 ○

카스피 해 34-35 ○

알프레드

1
다 할 수 있어요 23 ○

대나무 숲 30 ○
구름그림 45 ○

2 나의 두 발 6-7 ○
신비로운 유니콘 96 ○

4 무지개 너머 74-75 ○
5

두리둥실 20-21 ○
작은 선물 42-43 ○
그리운 너 48-49 ○

8 에메랄드 랩소디 56-57 ○

162) 김학선 외 2 공저, 『음악장르백과』 “발라드” https://terms.naver.com/entry.

naver?docId=5682531&cid=62892&categoryId=62892. [2021. 5. 2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2531&cid=62892&categoryId=6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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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발라드는 대중음악 반주패턴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특징인 왼손 아르

페지오 반주 음형에 근음 후 3음이 바로 배치되지 않고 다른 코드 구성 음

으로 배치하였는가의 여부로 분류의 기준으로 보았다. 어드벤처는 1급, 3

급, 5급, 7급에 알프레드는 1급, 2급, 4급, 5급, 8급에 고루 배치되어 있었

다. 어드벤처는 7B에서 집중적으로 팝 발라드 스타일을 다루는 것이 보인

다. 중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 학생의 취향도 어느 정도 형성된 단계

이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팝 발라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가

7.8%, 알프레드 8.9%였다.

(2) 스타일 분석

느린 속도에서 중간 속도에 걸치는 템포를 가지며 8비트의 8분음표 아

르페지오를 주로 사용한다. 16비트를 갖는 유형들이 있지만 그것은 R&B

발라드를 구사할 때 나타난다.

<악보 138> 16비트 R&B 발라드의 반주음형163)

다음의 악보는 보컬 반주를 위한 발라드 반주 예시이다.

163)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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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9> 보컬을 위한 팝 발라드 반주유형164)

보컬을 위한 반주로서의 발라드와 피아노 독주용을 위한 발라드의 왼손

음형에는 차이가 있다. 보컬 반주를 위한 밴드 스타일을 피아노 안에 적용

한 것으로 오른손은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고 왼손은 8비트로 코드를 담당

하는 형태이다.

<악보 140> 팝 발라드 독주 스타일165)

피아노 교재에서는 원래 보컬 음악인 발라드를 보컬의 멜로디 라인까지

피아노가 모두 담당하는 독주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었다. <악보 140>과

같은 형태이다. 오른손이 멜로디를 왼손은 아르페지오 패턴을 펼친다. 왼손

의 아르페지오를 펼칠 때 코드 구성 음은 클래식 고전음악에서 구사하는

164)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138.
165)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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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1음-3음-5음-1음과 달리 1음-5음-3음 순으로 배치한다. 1음-5음-1

음으로 구성하여 코드의 성격을 말해주는 결정적 요소인 3음을 가장 늦게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피아노 어드벤처는 모두 이러한 스타일로 되

어있지만 어드벤처는 <악보 141>과 같이 기본형의 1음, 5음, 3음 구성과 1

음, 5음, 1음 아르페지오를 사용하였다. 《아이스 댄싱》에서는 학생은 바

이엘 악곡을 교사반주에서 팝 발라드 스타일의 반주를 배치하였다.

<악보 141> 어드벤처 5B 《아이스 댄싱》의 교사파트

팝 발라드가 다른 장르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템포가 느리고 선율선이 긴

서정성을 띄는 음악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팝 발라드 반주 패턴인 1음-5음

-3음 구성의 아르페지오는 넓은 포지션을 한 손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 같

은 경우 손목을 이용한 부드러운 도약이 필요한데 장르의 특징을 교수학적

개념과 잘 연결하여 제시하는 예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어드벤처에서는 팝 발라드 스타일을 음계 학습의 순차적 단계를 위해

사용한 것이 보였다.《붓으로 그리기》는 왼손의 팝 발라드 음형만을 학습하

고 《샹송》에서는 8분음표의 음계적인 선율이 첨가되고 《카스피 해》는 16

분음표로 음계적 선율이 도입되고 있었다. 아래 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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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어드벤처 7B의 팝 발라드 단계적 학습

곡목 악보

붓으로 

그리기()166)

샹송(♪)

카스피 해(♬)

알프레드는 서정성을 띠는 느린 악곡에서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3음이 맨 뒤에 위치하는 2전위 화성을 배치하였다.

<악보 142> 알프레드 5 《두리둥실》

166) 팝 발라드 반주에 오른손 리듬이 단계적으로 적용을 괄호 안에 음표로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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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는 위의 예와 또 다른 다양한 구성의 음의 배치를 보이고 있었

다. 아래의 <표 33>에 정리하였다.

<표 33>알프레드 피아노 팝 발라드 반주 음형 유형167)

167) 알프레드는 3음을 가장 나중에 배치하되 다양한 구성의 음의 배치를 보이고

권 곡목 악보

1

다 할 수 있어요

(1-5-1)

대나무 숲

(1-5-3-5)

구름그림

(1-5-1-3-5)

2

나의 두 발

(1-5-3-5)

신비로운 유니콘

(1-5-두음)

4 무지개 넘어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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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다양한 반주 음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은 코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3음을 근음 다음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를 통해 대중음악의 아르페지오 반주 스타일을 곡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습득하게 하는 시퀀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알프레드의 3음이 뒤에 배치

되면서도 다양한 음형의 팝 발라드 왼손 스타일들은 악곡을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팝 발라드 반주패턴의 재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있어 ‘곡 제목’ 아래에 음의 구성의 숫자표기를 하였다.

5

두리둥실

(5-1-3, 2전위)

작은선물

(1-5-3)

그리운 너

(1-5)

6 집에서 온 편지

(7-1)

8 에메랄드 랩소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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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뉴 에이지 (New Age)

뉴 에이지 음악은 휴식이나 명상을 위한 기능 음악의 의미가 크다. 개인

주의나 인본주의에 맥이 닿아있으며, 도식화된 틀보다는 자유로움을 추구

한다.168) 초기에는 현대의 종교나 사상의 조류로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듣기 편한 연주 음악(이지 리스닝)을 뉴 에이지로 분류한다.169) 클래식은

어렵게 느끼고 가요나 팝보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찾는 청중들이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

(1) 뉴 에이지 악곡 분류

<표 34> 뉴 에이지 스타일 악곡

교재 급수 곡명 페이지 교사반주 학생

어드벤처

2A 스펙트럼 94-95 ○ ○
3A 아름다운 노을 48-49 ○
7A 호수 위의 아비새 13 ○

8
흐르는 강물 에튀드 28 ○
새로운 강 에튀드 29 ○

쉐난도 30-32 ○
초견 박사의 비밀 연습 2 47 ○

알프레드

1 눈 오는 날 87 ○
2 스케이트장에서 80-81 ○

스카르보 추억 94-95 ○
4 마법의 숲 13 ○

강을 따라 둥둥 54 ○
5 수채화 71 ○

별이 빛나는 밤 76 ○
8 녹턴 52-53 ○

168) 양한수 『살림지식총서 055』 (파주 (주)살림출판사, 2004), https://terms.naver.

com/entry.naver?docId=1052053&cid=42585&categoryId=42585. [2021. 5. 23 접속].
169) 나무위키 “뉴 에이지” https://namu.wiki/w/%EB%89%B4%EC%97%90%E

C%9D%B4%EC%A7%80. [2021. 5. 2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2053&cid=42585&categoryId=42585
https://namu.wiki/w/%EB%89%B4%EC%97%90%EC%9D%B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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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에이지는 팝 발라드의 왼손 음형에 텐션을 지나가는 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 두 교재 모두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어드벤처에서는 8급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전체

스타일 악곡 대 뉴 에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6.8%, 알프레드

7.1%였다.

(2) 스타일 분석

뉴 에이지는 팝 발라드 스타일을 기초로 한다. 모던 재즈의 키보드 연주

자들은 뉴 에이지 스타일의 요소를 아르페지오 반주에 자주 응용한다.170)

팝 발라드 스타일에 텐션 노트를 배치시킨 것이 뉴 에이지 음형이다.

<악보 143> 뉴 에이지 스타일 음형171)

팝 발라드 스타일에서 텐션 노트를 순차로 터치하는 방식으로써 위의 악

보 코드에 9th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70)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219.
171) Harrison, The Pop P iano Book,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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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4> 알프레드 2 《스카르보 추억》 교사 반주

알프레드 2 《스카르보 추억》 교사 반주에서 아르페지오로 9th를 터치

하면서 상행했다 내려온다.

<악보 145> 알프레드 4 《마법의 숲》

알프레드 4급 악곡《마법의 숲》은 Ⅰ-Ⅵm-Ⅳ-Ⅰ진행의 순환구조를 가

지며 제목에서 암시하듯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이 특징인 뉴

에이지의 내용적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 어드벤처는 뉴 에이지의 왼손

음형 스타일만 가지고 왔다면 알프레드는 장르의 성격까지 사용하였다. 다

른 악곡에서는 내용적 측면의 뉴 에이지 스타일은 보이지 않았다. 알프레

드에서는 뉴 에이지 왼손 음형을 곡 제목과 연결시킨 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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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6> 알프레드 2 《스케이트 장에서》

악곡 스케이트장에서 이음줄은 레가토 표시이기도 하지만 뉴 에이지 반

주 음형과 함께 스케이트장의 미끄러지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피아노 어드벤처는 뉴 에이지 스타일을 8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였다.

<악보 147> 어드벤처 8 《흐르는 강물 에튀드》

흐르는 강물 에튀드는 뉴 에이지 스타일 왼손 음형에 학습자가 화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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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8> 어드벤처 8 《새로운 강 에튀드》

새로운 강 에튀드는 뉴 에이지 스타일 왼손 음형을 배치하고 오른손 파

트 악보 위에 리듬을 제시하여 오른손 선율 작곡을 유도하고 있었다.

<악보 149> 어드벤처 8《쉐난도》

어드벤처 8급《쉐난도》에서는 화음 선율 아래 뉴 에이지 왼손 음형이

반주 하는 짜임새를 보여준다. 어드벤처에서는 8급에 집중적으로 뉴 에이

지 스타일 학습을 배치시켜 《흐르는 강물 에튀드》에서 뉴 에이지의 왼손

음형 학습, 《새로운 강 에튀드》에서 오른손 멜로디 작곡해보기, 《쉐난

도》에서 완성된 악곡을 양손으로 연주하는 단계까지의 설정이 있었다. 클

래식의 시대별 스타일 뿐 아니라 다채로운 대중음악 이디엄을 경험할 필요

가 있는 8급 레벨에서 적절한 선택이다. 특히 반주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학습이 필요한 중급 과정에서172)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172) Marienne Uszler & Stwart Gordon & Scott mcBride-Smith, The well-temp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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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분적으로 사용된 재즈와 대중음악 기법 및 어법

(1) 텐션(Tensions)

텐션(Tensions)이란 화성개념으로 1음, 3음, 5음, 7음까지를 코드 톤

(Chord tones)이라고 한다면 코드 위로 3도씩 쌓아올린 9음, 11음, 13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른 말로 논 '코드 톤(Non Chord Tones)' '컬러 톤

(Color Tones)'이라 한다. 텐션 음으로는 9th, b9th, #9th, 11th, #11th, 13th,

b13th를 사용한다.

<악보 150> 코드 톤과 텐션음의 구성

<악보 151> 어드벤처 5A 《월식의 밤》

악곡《월식의 밤》<악보 151> 이다. A♭7#11의 텐션이 사용되었다.

keyboard teacher, 215.



- 165 -

2)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Upper Structure Triad)

오른손과 왼손에 다른 트라이어드를 배치하여 텐션의 기능을 하게 한다.

빌 에반스가 즐겨 사용하였다. <악보 152>와 같다. 아래 C₇화성과 위의 G

♭M가 만나 C₇♭9#11의 텐션이 되었다.

<악보 152>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Upper Structure Triad)

<악보 153> 어드벤처 7B 《평화를 위하여》

<악보 153> 어드벤처 7B 《평화를 위하여》에서 AM와 GM가 만나서

A₇9.11의 텐션화음이 되었다. 이 같은 화성기법은 서로 다른 트라이어드를

오른손과 왼손에 배치하여 텐션으로 탈바꿈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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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워코드(Power Chord)

헤비메탈 장르에서 파생된 코드로 근음과 5음으로만 구성된 코드이다.

클래식 화성학에서는 병행, 은복 5도를 금기시한다. 이것을 깨고 강한 성격

을 가진 음악 장르인 록에서 사용되며 특히 헤비메탈에 자주 나타난다. 표

기는 C 기준 C5라고 표기한다. 173)

4) 패싱 디미니쉬(Passing Diminish)

화성의 순차진행 중간에 나오는 디미니쉬 화성을 말한다. 베이스음이 검

은 건반이 위치한다.

<악보 154> 어드벤처 3A 《달빛 멜로디》

<악보 154>는 어드벤처 3A 《달빛 멜로디》이다. CM 다음 D⁰ 화성이
쓰였다. 베이스라인은 A♭음으로 검은 건반에 위치한다.

173)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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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컨더리 도미넌트(Secondary Dominant)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클래식 음악에서도 사용되지만 재즈 및 대중음악에

서도 리-하모니제이션의 맥락 안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다른 조성의 Ⅴ-Ⅰ

관계의 것을 빌려오는 것이다.

<악보 155> 어드벤처 2A 《부드러운 레가토》

F 메이저의 스케일 위에 세븐화음을 각각 배치하면 FM₇-Gm₇-Am₇-B♭
M₇-CM₇-Dm₇-Em₇b5의 화음 구성을 갖게 된다. Am₇은 Ⅰm의 Ⅴ₇ 관계
인 E₇을 빌려 마디 1에 배치한 것이다. 다른 화성의 종지적 성격(Ⅴ-Ⅰ)을

이용한 화성기법이다.

6) Ⅱ-Ⅴ-Ⅰ

순정율174)의 개념으로 완전 5도는 안정감을 준다. 도를 기준으로 상·하행

174) 음의 높이를 결정할 때 수학적으로 정확한 계산하는 음률체계.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순정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docId=364008&cid=50334&categoryId=50334. [2021. 5. 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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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는 ‘파’와 ‘솔’이다. 여기에 화음을 적용한 케이던스 F-G-C의 종지형을

가장 기본으로 볼 수 있다. 으뜸음(Ⅰ) 다음으로 중요한 딸림음(Ⅴ)인 ‘솔’

을 기준으로 상·하행 5도는 ‘레’와 ‘도’이다. 여기에 화음을 입히면 Ⅱm-Ⅴ₇
-Ⅰ(Dm-G₇-C)이다. Ⅱm-Ⅴ-Ⅰ은 클래식에서도 사용하나 재즈 및 대중음

악에서 빈번히 사용한다. 마이너, 도미넌트, 메이저 구성이 되어 3가지 모

두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채롭고 확장성이 크다. <악보

156>과 같다.

<악보 156> Ⅱm₇-Ⅴ₇-ⅠM₇진행

7) 4도 마이너(Sub-Dominant Minor)

<악보 157> 어드벤처 2A 《부드러운 레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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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의 Ⅳm는 F 에올리아에서 빌려온 것이다. 메이저 조성 안에서 일시

적인 마이너 색채175)를 “솜사탕 손가락”이라고 묘사하고 세컨더리 도미넌

트에서 보인 것 같이 부드러운 레가토를 유도하였다.

알프레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악보 158> 알프레드 3 《별을 향해 쏘다》

<악보 158>에서와 같이 D 메이저 조성에 Ⅳ가 올 곳에 Ⅳm로 대체되

어 있다. 알프레드의 악곡들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8) 모달 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

빌려옴(borrow)의 확장된 개념으로써, 메이저 마이너 상호 간에 이루어

지는 좁은 범위의 차용에서 벗어난 교회 선법(모드)까지 범위를 넓혀 교차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Ⅵ, ♭Ⅶ 화성을 빌려온 것이 많았다. 이외에 ♭Ⅱ,

♭Ⅲ도 빌리기도 하였다.

175) 시노다 모토카즈(Sinoda Motokazu) / 신동수 역, 『실용음악 코드이론』(서

울; SRM, 20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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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bⅦ-bⅥ-Ⅴ176)

Ⅰ-bⅦ-bⅥ-Ⅴ진행은 ‘안달루시안 케이던스’라고도 부른다.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유

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코드 진행은 곡 전반에 패턴화되어 사용된다. 이

진행이 곡 전반에 사용된 예는 두 교재에서는 알프레드《명탐정 보르가

르》와 어드벤처《호박부기》에서 각각 1곡씩 발견된다. 곡 전반이 아니어

도 다른 악곡들에도 부분적으로 이 진행이 많이 차용되었다. bⅦ 과 bⅥ 화성

을 다른 모드에서 빌려 온 이 진행은 모달 인터체인지 화성기법에 속한다.

어드벤처는 《러시아 기마병》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악보 159> 어드벤처 5A《러시아 기마병》

알프레드 6《결승선》에서는 팡파르의 소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악보

160>과 같다.

176) 숫자와 관련한 임시표의 표기는 숫자의 좌측상단에 하는 것이 관례이다. 반

대로 알파벳과 같은 문자 표기는 문자의 우측상단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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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0> 알프레드 6 《결승선》에서 쓰인 팡파르

모달 인터체인지 화성들의 공통점은 ♭Ⅱ, ♭Ⅲ, ♭Ⅵ, ♭Ⅶ 화성이 사용되

었으며 록의 이디엄 중 파워코드나 메이저 트라이어드와 조합은 강력한 사

운드를 자아낸다. 제목에서 “거대한 것” “큰 것” “모험”, “경주”와 관련된

제목들의 악곡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표 35>와 같다.

<표 35> 모달 인터체인지와 파워코드가 곡의 제목과 분위기에

기법으로 사용된 악곡들

교재명 급 곡제목

어드벤처

1B 공룡 

3B 여왕의 입장식

칼의 춤

5A 러시아 기마병

6A 아프리카 코끼리

알프레드

4
보물섬

씩씩한 군대

성대한 결혼식

5
아름다운 아메리카

선사시대 동물들

밴드경연

6
올림픽 행진

결승선

장애물 경주

7 클리프행어

피레네 산맥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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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인 클리셰

화성의 성부에서 한 성부만 순차 진행하여 코드의 색깔을 바꾸는 기법이다.

<악보 161> 어드벤처 7A 《오로라 보리엘리스》

오른손 엄지가 담당하는 성부가 D음과 E음으로 번갈아가며 바뀌며 D-D

add9-D-Dadd2로 코드성격이 변하였다.

10) 순차 코드(Passing Chord)

순차 코드는 코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진행이다. 특히 어드벤처 악곡에

빈번히 나타난다. <악보 162>는 록(Rock) 악곡《Lean On Me》이다. C-

Dm-Em-F의 순차코드를 볼 수 있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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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2> 《Lean On Me》177)

이런 코드진행이 두 교재에서도 보인다. 아래는 낸시 페이버가 작곡한

《엑스칼리버》이다.

<악보 163> 어드벤처7A 《엑스칼리버》

               C           Dm             C            B⁰

《엑스칼리버》마디 5-6은 C-Dm-C-B⁰ 화성을 순차로 코드 배열하는

진행을 갖는다. 같은 손가락 자리로 순차 이동하는 쉽게 연주에 접근하게

해준다.

177)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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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달 포인트

클래식음악에서도 사용되나 재즈 및 대중음악에서도 리-하모니제이션의

맥락 안에서 사용되어진다. 이는 베이스음은 동일한데 코드만 움직여 코드

의 색이 변하는 것이다.

<악보 164> 《Green Dolphin Street》178)

<악보 164>는 재즈 스탠다드 악곡 《Green Dolphin Street》이다. C음

의 베이스음은 동일하나 코드는 D-Db-C로 바뀌며 미묘한 긴장감을 유발

한다.

<악보 165> 어드벤처 5B 《올림픽 성화》

178) 이지원 『Easy 리하모니제이션』(파주: 음악세계, 201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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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음 D는 동일하나 오른손 코드는 G-A-D로 바뀌면서 미묘한 긴강

감을 유발한다.179) 가운데 화성이 텐션 DM₇9 화성의 구성 음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12) Ⅰ-Ⅵm-Ⅳ-Ⅴ

로큰롤의 경향 중 하나로 로큰롤에서 시작했지만180) 지금은 보편적으로

대중음악에 사용되는 화성진행이다. 인기 있는 대중음악에 자주 사용되어

작곡가들 사이에서 돈이 되는 코드진행이라는 의미로 ‘머니코드(Money

Chord)’라고도 부른다.

<악보 166> 어드벤처 4B 《해변의 축제》

여기에서도 어드벤처는 Ⅰ-Ⅵm-Ⅳ-Ⅴ 코드진행을 원론적으로 녹여내고

있었다.

179) 이런 경우의 코드 표기는 “베이스음/코드네임”으로 한다. 코드의 각 구성 음
이 베이스음과 동일하지 않는 코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하이브리드 코드
(Hybrid Chord)”라고 한다. 이 예에서는 D/AM코드가 하이브리드 코드이다.

180)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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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Ⅵm-Ⅱm-Ⅴ

조지 거쉰이 《I Got Rhythm》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181) 이후 재즈의

한 소절 반복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화성진행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턴 어라

운드(Turn Around)라 한다. 오늘날에는 재즈 및 대중음악의 화성진행에

곡의 어떤 위치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알프레드에서 재즈블루스의 끝부분

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악보 167> 알프레드 6 《세느강 따라》

              Ⅰ             Ⅵ           Ⅱm₇           Ⅴ

부분적인 어법으로서 사용될 때 주로 알프레드에서 사용되었다. Ⅵ는 A

메이저에서 빌려 사용하였다.

181) Fox & Weissman, For P ianists Chord P rogressions: Theory And
P ractic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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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듀크 엘링턴 재즈 엔딩 차용

재즈피아니스트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1899-1974)이 사용한 엔딩

의 멜로디 구조를 피아노 어드벤처《운동회》,《공룡발자국》에서 차용하

였다. 이 엔딩은 재즈 연주 끝부분에 많이 차용되어 사용된다. 장음계를 모

두 사용하되 #4음이 추가된 구조이다. 악곡 《운동회》,《공룡발자국》은

G메이저로 되어 있다. C#음이 추가되었다.

<악보 168> 듀크 엘링턴 재즈엔딩 <악보 169> 어드벤처 4B 《운동회》

15) 워킹베이스

재즈의 4비트 형식에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주자의 애드리브(ad-lib) 연주

를 지칭하며 스윙의 느낌이 강하다. 스케일을 따르는 순차진행의 것이 많

다.182) 스윙시대에 카운트 베이시에 의해 블루스에 의한 워킹베이스를 구

사하는 것에서 워킹베이스가 탄생하도록 일조했으며 확립한 인물은 카운트

182)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워킹베이스” https://terms.n

aver.com/entry.naver?docId=364523&cid=60517&categoryId=60517. [2021. 5. 2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4523&cid=60517&categoryId=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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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 빅밴드의 더블베이스주자 월터 페이지(Walter Page, 1900-1957)이

다.183)

<악보 170> 어드벤처 1B 《가운데 C 행진곡》 교사 반주

교사반주에서 워킹 베이스에 의한 반주가 있었다. <악보 170>은 피아노

어드벤처 1B 《가운데 C 행진곡》의 교사반주 파트에서 워킹베이스를 반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16) add와 sus 코드

<악보 171> add9 코드 8비트 발라드 반주 사용 예184)

183)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Walter Page" https://www.brita

nnica.com/biography/Walter-Page. [2021. 5. 23 접속].
184) 시노다 모토카즈(Sinoda Motokazu) / 신동수 역, 『실용음악 코드이론』(서
울: SRM, 2007), 103.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Walte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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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9코드는 메이저 코드에 9th를 포함한 것으로 발라드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며 울림이 아름답다.185) 이러한 아름다운 울림을 두 교재에서는 색

채를 나타내어 색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 “종소리”의 울림이

나 자연과 관련한 “노을”의 이미지, “낙엽”의 가을 정취를 표현하는데 활용

되고 있었다. add9(혹은 add2) 외에도 sus9(혹은 sus2), sus4 화음이 악곡

끝까지 댐퍼페달을 밟는 연주법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악보 172>, <악

보 173>, <표 36>과 같다.

《종탑》에서는 Gadd9이 사용되었다.

<악보 172> 어드벤처 3A《종탑》

《스펙트럼》에서는 Csus9가 사용되었다.

<악보 173> 어드벤처 2A 《스펙트럼》

185) 시노다 모토카즈(Sinoda Motokazu) / 신동수 역, 『실용음악 코드이론』(서

울: SRM, 2007), 102.



- 180 -

<표 36> add와 sus코드가 색채의 이미지로 활용된 악곡들

교재 급 곡제목

어드벤처

2A 스펙트럼 

3A
종탑

아름다운 노을

떠도는 나뭇잎

알프레드 2 성당의 종소리

17) 4도 보이싱

완전 4도씩 두 번 쌓은 화성구조로 현대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다.

<악보 174> 4도 보이싱186)

<악보 175> 어드벤처 8 《4도의 팡파레》

186) 시노다 모토카즈(Sinoda Motokazu) / 신동수 역, 『실용음악 코드이론』(서

울: SRM, 200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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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는 완전 4도로 쌓도록 음정 접근을 유도하면서 4도보이싱을 경

험하게 하였다. 손쉽게 현대적 화성을 경험케 한다. 여기서도 원론적인 접

근이라 볼 수 있다. 현대적 화성개념이라 8급에 위치하였다.

18) 블루스 엔딩 코드진행 차용

<악보 176>은 블루스 엔딩에 보이는 코드진행이다. Ⅰ(C)-Ⅰ₇(C₇)-Ⅳ
(F)-#Ⅳ₇(F#⁰7) 진행을 갖는다.

<악보 176>블루스 엔딩 코드진행187)

알프레드에서도 이러한 코드진행의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악보 177>은

알프레드 6《하와이 해변》이다.

<악보 177> 알프레드 6 《하와이 해변》

                 C             C₇          F            F#⁰7

187) Fox & Weissman, For Pianists Chord Progressions: Theory And Practic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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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₇-F-F#⁰₇으로 블루스엔딩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 보컬 음악의 영향

(1) 재즈 스캣

어드벤처 3A 《미스터 피아노》는 재즈 스캣이 등장한다. “두 바 두 바

둡 바 밥, 두 바 두 바 둡 바 밥, 두 비 두 비 두 비 두 바” 이는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1901-1971))이 음반 녹음 중에 악보가 떨어져

서 즉흥적으로 의미 없는 음절을 표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연

히 탄생한 것이 재즈 보컬의 한 연주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리드 보컬 대 백 코러스

어드벤처 5A 《백 코러스》는 리드 보컬과 백 코러스 간의 부름과 응답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가스펠의 영향이다. 왼손의 7도 음정 학습을 위한

악곡이다. 리드 보컬을 형상화한 최상성부 멜로디와 뒤이어 등장하는 백

코러스의 화성은 세븐화음 혹은 텐션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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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8> 어드벤처 5A 《백 코러스》

이러한 구조는 주선율과 받쳐주는 화음과의 구조에서 주선율과 부수적인

화음을 mf와 p 셈여림으로 달리 사용하여 주선율인 탑 노트를 부각시키는

보이싱 테크닉을 유도하였다. 이는 쇼팽 연습곡 10-3에서 요구하는 테크닉

의 것과 같다.

<악보 179> 쇼팽 연습곡 Op.10 No.3188)

188) Ⓒ Copyright 1946 (Renewed 1974) by EDIZIONI CURCI, Millano Ital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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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과 해석에 기반한 통찰

본 장에서는 스타일 분석과 교수학적 해석으로부터 얻은 통찰을 서술하

겠다. 교재 내에서 리듬, 화성, 음계, 음정 그리고 여타 측면에서 각 장르와

어법을 활용하는 방식을 요약하면서 교수학적 의미도 부여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하여 피아노 학습의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음은 물론 새로운

레퍼토리 창작에 필요한 지침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리듬 영역

1) 재즈 및 대중 음악 어법이 피아노 교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영

역 중 하나는 리듬이다. 초기의 Pre-reading 시기부터 각 단계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이 리듬 개념 확립에 쓰이고 있다. 리듬의 가변적 가능

성을 접하기 이전에 올바른 박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시기 컨트리, 폭스트

롯, 랙타임 베이스 음형은 규칙적인 리듬 감각 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

이다. 컨트리 스타일은 4비트 또는 코드 대신 단음으로 짚는 박의 단순함

으로 시작하여 8비트로 세분화되는 단계까지 난이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

어 초기 일정 기간 리듬 학습에 적합한 스타일이다. 초반 레벨에서 교사반

주 파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컨트리 장르는 학생으로 하여금 안정감

있는 템포와 리듬 감각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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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박과 약박의 개념이 정립되면 여러 다양한 박의 위치를 인지하고

습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약박이 강조되는 싱커페이션은 클래식과

팝을 막론하고 피아노 악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리듬형이다. 특히 재즈와

팝 장르 대부분은 싱커페이션의 사용이 없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흑

인 영가로부터 펑크에 이르기까지 싱커페이션은 리듬의 핵심 요소로 작동

한다. 이에 피아노 교재에서 싱커페이션 훈련을 위한 재즈와 팝 스타일의

차용은 필수적이 되었다.

3) 셋잇단음표 음형도 리듬의 가변성을 보여주는 경우로써 일찍부터 훈

련되어야 하는데 가스펠이나 블루스 어법을 통해 접하게 되면 보다 흥미롭

고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 느린 가스펠의 셋잇단음표에서 시작하여 블루스

의 클러스터 아르페지오 연속적 패턴에 걸치는 과정은 각기 다른 스타일끼

리 연결되어 하나의 시퀀싱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4) 랙타임 장르에서는 컨트리 장르에 의해 2박자계의 반주에 의한 박자

와 템포감에 대한 기본을 닦았기 때문에 왼손의 스트라이드보다는 오른손

의 케이크워크와 라틴아메리카의 아프로큐반 음악에서 흘러 들어온 것까지

2가지 리듬패턴 (♪ , ⌣)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두 리듬은 재즈와 대중음악 모든 장르의 리듬 스타일의 기본을 제공하

고 있다는 점도 연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랙타임이 재즈의 뿌

리로 언급되는 이유와 타당성이 증명되었다. 특히 알프레드는 이 두 가지

리듬을 4분음표-8분음표-16분음표로 음가의 난이도를 높이며 재현하면서 2

권에서 8권까지 넓은 범위의 악곡들에 걸친 리듬 학습을 유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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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기우기도 리듬 학습에 유용하게 쓰인다. 반복되는 베이스 패턴의

특성을 가진 스타일로써 느린 음가의 쉬운 버전으로 단순화 될 수도 있고

역동성을 갖추고 난이도를 높여 템포 리듬감을 상승시키면서 다양한 분위

기의 묘사를 하기에도 적합했다. 반복되는 패턴은 리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선율이나 화성 같은 다른 요소들의 변화와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6) 리듬 앤 블루스는 기존의 블루스에서 라틴의 아프로큐반 리듬이 첨가

된 장르이다. 베이스라인과 코드가 신나는 느낌을 더욱 높여주고 점점 빨

라지는 템포가 활기찬 시대상을 반영해주면서 학습의 효과도 탄력을 받게

된다. 블루스와 부기우기와 또 다른 스타일로써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

른 음악으로 기동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7) 로큰롤 장르는 질주하는 8분음표가 추가되고 빨라지면서 기존의 블루

스보다 빠른 템포의 악곡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레벨이 올라가면서 연주

속도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 로큰롤의 빠른 8분 음가 단음 혹은 코드의

구사는 장르가 주는 흥미와 생동감으로 학습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

8) 재즈왈츠는 케이크워크에서 유래하는 ♪ 의 영향으로 ♪♩♪♩

리듬이 이루어진다. 클래식의 왈츠와 케이크워크에서 유래한 춤 리듬의 결

합 장르로 학습자로 하여금 색다른 춤 리듬을 통한 다양한 리듬감을 경험

하게 한다. 싱커페이션이 포함된 리듬을 자주 접하는 것은 학습자의 리듬

감 향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새로운 리듬 형태를 배우는 곡에서 화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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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복잡하지 않게 가져가는 교수학적 구성은 중요한 포인트로 염두에 두

어야 한다.

9) 아프로큐반에서 유래한 3 : 3 : 2 리듬 ♩. ♪의 형태로 랙타임(
⌣), 재즈 왈츠(♩. ♩.), 록(♩. ♪⏑), 리듬 앤 블루스(“♩. ♪”♪♪♪

♪), 등 다수의 장르에 걸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초급과 중급 과정에서 이 같은 리듬에 익숙해지게 되면 20세기와 현

대 음악 레퍼토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변형 리듬의 실행과 해석에 크게 유

익할 것이다.

2. 화성 영역

1) 단3도와 장3도를 연달아 배치한 부기우기 베이스는 장음정과 단음정

의 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준다. 블루스가 지니는 장·단 체계

를 모두 아우르는 고유의 특성은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필수인 기본적인

화성 개념을 훈련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어준다.

2) 블루스는 Ⅰ, Ⅳ, Ⅴ의 피아노 교육에서 기본인 삼화음을 토대로 화성

기초를 습득하게 하는 어법으로 유용하게 쓰였다. 동시에 블루스의 구성음

이 되는 도미넌트 7화성과 블루노트는 학습자에게 조성체계에 살짝 빗겨

나가지만 무리 없이 현대적인 음계의 진행과 색채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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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일하게 느린 템포이면서 레가토가 요구되는 서정적 장르인 팝 발라

드와 뉴 에이지 장르는 반주 법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피아노 어

드벤처의 7급에서는 코드 톤 구성의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텐

션이 삽입되는 뉴 에이지 스타일을 8급에 배치함으로써 유사한 두 장르를

난이도에 따라 학습하게 하였다. 이런 단계적 설정은 느리고 서정적인 악

곡의 반주에서 코드 톤만으로 하는 반주와 텐션을 섞을 수 있는 아르페지

오 반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후 반주 방식에 있어서 창

의성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4)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모달 인터체인지의 화성적 성격과 다른 모드로

부터 갑자기 빌려온 코드가 주는 독특한 뉘앙스에 교수학적으로 접근한 예

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까다롭게 인식될 수 있는 개념을 ‘버터 사탕 손가락’

과 ‘솜사탕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이해를 돕는 방식은

빌려온 화성이 만들어내는 독특함을 교육 내용으로 연결할 때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5) 록에서 파생된 bⅥ-bⅦ-Ⅰ진행과 파워코드는 함께 등장하여 거대한,

큰, 북소리, 경주의 상황과 관련한 곡목에서 표현을 위한 어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 단순히 색다른 화성 개념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이미지를

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예시가 된다.

6) 한 성부만 순차진행을 하여 화성의 색채가 바뀌는 라인 클리쉐 기법,

양손에 서로 다른 트라이어드를 배치시켜 텐션의 효과를 내는 어퍼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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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트라이어드 기법을 부분적으로 악곡에 사용함으로 학습자는 손쉽게 고

급화성들을 악곡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인 학습의 측면보다

청음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음색에 대한 훈련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으로써 유익하다.

7) 텐션을 통해 대중음악 화성을 숫자 코드 표기와 체계로 쉽게 익힐 수

있다. 텐션은 현대화성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교재에서 부분적으로 이

를 사용한 곡들을 통해 부담스럽지 않게 접하며 친숙해질 수 있다.

8) 대중음악에서의 인기를 얻으며 검증받은 수많은 히트 곡들에서 사용

된 4도 마이너, Ⅰ-Ⅵm-Ⅳ-Ⅴ , Ⅰ-Ⅵm-Ⅱm-Ⅴ 진행 등은 학습자로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자칫 단조롭거나 지루할 수

있는 중반 이후의 학습 과정에 신선하고 색다른 화성을 유입함으로써 학습

의 지속성에 도움을 받게 된다.

9) 완전 4도를 2번 쌓은 4도 보이싱은 학습자로 음정 접근으로 어려운

현대화성을 손쉽게 경험케 만들어준다. 악곡 속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화성

어법이라 해도 음악적 어휘력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10) bⅥ-bⅦ-Ⅰ진행으로 팡파르 효과를《결승선》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재미를 주는 위트 넘치는 음악 효과로 학습에의 몰입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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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과 리듬의 복합 영역

1) 부기우기(부기) 장르에서는 패턴화 된 베이스 리듬을 화성적으로도

패턴을 이루는 Ⅰ, Ⅳ, Ⅴ 진행 속에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패턴화 된

베이스는 단순한 코드, 음정, 단음만 왼손에서 담당하는 초급과정을 지난

단계에서 왈츠나 알베르티 베이스 등과 같이 다루게 되는 주요 개념이다.

부기우기의 흥겨운 패턴을 이용함으로써 정형화된 반주 패턴에 보다 용이

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숙한 Ⅰ, Ⅳ, Ⅴ 화성 진행 또한 학습이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2) 기본 화음을 단순히 음악이론 공부하듯 배우는 과거의 교육에서 벗어

나 두 교재에서는 ‘펑크’와 ‘고고’와 같이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인기 있

는 댄스장르의 기본 리듬 패턴을 대입해 단순한 화성을 흥미롭고 신나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리듬형과 단순한 화성 개념의 융합은 교육 목

적의 작품을 창작할 때 필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4. 음정 및 음계 영역

1) 가스펠이나 블루스 스타일은 특유의 베이스 패턴으로 인하여 음정 학

습의 초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5도와 6도를 번갈아 오가는 포지

션은 특히 엄지와 5번 손가락이 사용되는데 안정감 있는 손목 사용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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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다. 블루스의 경우에도 7도까지 확장되는 음정을 스타일로 이해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접근보다 월등한 학습 효과를 갖는다.

2) 랙타임의 오른손이 담당하는 패턴의 다양한 조합은 반음계를 포함한

음계 학습에 상당히 유용하다. 블루스 역시 여러 종류의 음계 패턴을 활용

하여 색다른 음색과 음향의 경험에까지 확장되는 교육적 잠재력이 풍부한

장르이다.

3) 블루스의 병행 3도와 6도, 롤은 테크닉 도구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요소로 가능성이 풍부하다.

5. 기타 요소들

1) 재즈와 대중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 ‘부름과 응답구조(Call &

Response)’는 흑인 영가, 가스펠, 블루스, 록의 장르에 나타난다. 부름과 응

답 구조는 음계 학습과도 연결되는데 록 장르《나의 음계》를 통해 G로

시작하는 음계들을,《꿀벌 에튀드》에서 블루스 베이스를 변형시켜 부름과

응답구조로 반음계를 학습하게 하였다. 피아노 위에서의 부름과 응답은 양

손이 번갈아서 파트를 담당하는 형태로써 양손을 동시에 쓰는 경우보다 짜

임새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는 교육적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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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기우기 장르에서는 기차, 유람선, 이사, 복잡한 도시, 탈 것, 이동수

단,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 차가 즐비하고 복잡한 도시 모습과 같은 이미지

를 청각화 하면서 동시에 소리를 통한 음악적 원근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클래식 악곡에서 쉽게 다룰 기회가 없는 소리의 입체적 느낌을 재즈 및 대

중음악 장르 부기우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3) 두 교재 모두 add 와 sus 코드와 악곡 끝까지 울리는 페달사용을 통

해 낙엽, 종소리의 울림, 등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이

런 종류의 코드를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사용하였다.

4) 어드벤처는 학생과 교사 반주가 서로 다른 장르를 제시하면서 두 장

르가 혼합되어 완전체를 이루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학

생은 부기우기, 교사는 로큰롤의 질주하는 8비트 음형의 합으로 로큰롤 완

전체가 된다.

5) 어드벤처 7B 3개의 블루스 곡, 뉴올리언스 1928, 캔자스시티 1928, 맨

해튼 1928의 악곡들을 통하여 미국의 재즈 및 대중음악의 역사를 짚어주고

있었다. 뉴올리언스 블루스는 2박자계 행진곡 풍의 움파(Oom-Pah) 리듬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 캔자스시티 블루스의 특징인 스윙이 가미된 힘차고

빠른 블루스의 재현, 맨해튼은 패츠 도미노의 장조와 단조의 성격의 음형

이 교차적으로 보이는 음악 특징을 보여주는 블루스의 음악 역사와 연계된

악곡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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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드벤처와 알프레드는 첫 음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어드벤처가 C음

을 알프레드는 알파벳 순서에 의한 A음으로 접근하는데 교사 반주의 방식

이 알프레드가 리하모니제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다

양한 음계에 의한 워킹베이스 반주로 차별성이 존재했다.

7) 어드벤처는 버드 파웰 보이싱, 4도 보이싱, 가이드 톤 보이싱 등 재즈

피아노의 원론적 개입은 재즈피아노 기법을 악곡 속에 자연스럽게 습득하

도록 설정하였다.

8) 어드벤처는 《백 코러스》에서 대중음악의 구조를 원론적으로 악곡에

적용하면서도 클래식에서 다루는 테크닉인 주 멜로디 대 반주음형의 다른

셈여림을 학습하게 하는 테크닉을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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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피아노 어드벤처와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인원 두 피아노 교재에 수록된

재즈 및 대중음악 스타일 악곡을 분류한 결과 전체 악곡에서 이들이 차지

하는 비율은 어드벤처 31.5%, 알프레드 43.6%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

로 어법이 쓰인 악곡까지 합친 수치이기는 하지만 종합 피아노 교재 안에

서 해당 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재

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이 음악적 개념의 소개와 훈련에 적극적으로 사용됨

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스타일 분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눈에 띄었다. 첫째, 제목과 내

용에 나타난 스타일이 엄밀한 의미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예

컨대 단순히 반복되는 베이스 패턴이 등장하는 곡에 ‘부기우기’라는 제목을

붙였다거나 실제로는 재즈 시기의 스타일 악곡에 블루스라고 명명하는 예

이다. 둘째, 특정 스타일을 학습의 난이도에 맞추기 위해 단순화해서 소개

하기도 했다. 리듬 앤 블루스와 부기우기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셋째, 교사

와의 듀엣 곡에서 학생과 교사 파트에 다른 스타일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

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들은 단순 오류라기보다는 교수학적 의도에 의해

내용적으로 절충된 부분이라 사료된다.

두 교재에서 파악된 17개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

장 큰 빈도 계수를 보인 장르는 컨트리였다. 주로 1급에서 3급에 집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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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초반 단계 리듬 개념 확립을 위한 교사와의 듀엣 악곡의 숫자가 많았

다. 다음으로는 두 교재에서 각각 블루스와 랙타임이 높은 퍼센트를 나타

냈다. 두 장르는 여러 레벨에 골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보인바 난이도를 조

정해서 활용하기에 좋은 스타일로 이해된다. 재즈와 팝 발라드가 뒤를 잇

고 있는데 대체로 중반 레벨 이후인 5급에서 8급에 많이 배치되었다. 어법

의 특성상 중급 단계에서, 보다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르임을 알 수 있다.

로큰롤과 록도 초기 단계에 자주 등장하는데 역시 교사와 학생의 앙상블로

사용되어 학습의 흥미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부기우기, 재즈 왈츠, 뉴

에이지도 초반 및 중반 레벨에 걸쳐 골고루 사용되었다. 그 밖에 리듬 앤

블루스, 폭스트롯, 흑인 영가, 가스펠, 고고가 발견되었고 펑크와 재즈 블루

스는 각 교재에 하나씩 실려 색다른 스타일을 경험시켜주었다. 또한 악곡

속에 부분적으로만 사용된 어법들도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어법은 스타일 그 자체를 온전히 소개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으나 리듬, 화성, 음계, 음정 등의 패턴과 성격을 일부 가져와

특정 음악 개념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이는 통합적 피아노 교

재의 맥락 속에서 음악적 개념을 학습할 때 이들 어법이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개 장르와 부분적 어법들이 교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고 교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4

장과 5장을 통해 자세히 탐색해 보았다. 이에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서술하겠다.

첫째, 융합과 통섭이 대세인 21세기 현재, 클래식 피아노 교육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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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및 스타일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은 시대적 요

구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둘째, 재즈 및 대중음악 어법이 정규 피아노 교재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피아노 교수학의 개념적 맥락과 연계하면 재즈 스타일 단독 교재를

학습할 때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셋째, 음악적 어휘력과 인지 감각은 초기 단계부터 훈련이 되어야 하는

데 정통 클래식 스타일과 빛깔이 다른 재즈, 대중음악 어법을 자주 접함으

로써 총체적인 음악성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리듬이라고

볼 때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리듬의 규칙성과 안정성은 물론 다양성과 유

연성이 이들 스타일에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낯선 조성

이나 음계 학습에 있어서도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은 훌륭한 도구가 된다.

다섯째, 초급 단계에서 교사와의 듀엣 앙상블은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바

재즈와 대중음악 어법으로 된 반주 스타일은 초기에서부터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형태이다.

여섯째, 레벨이 올라가면서 학습의 흥미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 적재적소에 재즈, 대중음악 스타일을 배치시켜 음악적 주의력과 동기

유발 요인을 상승시킬 수 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는 7급과 8급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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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이디엄이 담긴 악곡들을 통해 피아노 음악의 다양성을 경험시킬 수 있다.

다음은 연구를 통한 제언이다.

첫째, 교사들은 자신이 다루는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곡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르의 스타일 원

형과 교육적으로 절충된 상태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특정 음악적 개념을 훈련하는 용도로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개념의 습득과 함께 제시된 악곡의 장르적 특

징도 공부한다면 학습에 있어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즈 및 대중음악 어법으로 창작곡을 만들 때 재즈의 가장 큰 특

질인 즉흥연주 영역을 접합하여 지평을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통합 피

아노 교재 안에서의 즉흥과 창작 또는 편곡 작업의 활성화는 시대적 필요

에 부응하는 명제이다.

넷째, 재즈와 대중음악 외에도 여타 다른 고유의 음악 스타일에서도 학

습의 효율을 높이고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어법 차용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민족주의 스타일도 유럽의 특정 지역에 국

한시키지 않고 범위를 넓혀 다양한 민족 고유의 스타일을 가져와 교육용

레퍼토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98 -

다섯째, 클래식 피아노 교육은 악보를 읽는 독보를 근간으로 교육에 접

근하지만 재즈와 대중음악은 듣고 사보하는 ‘카피(Copy)’의 개념이 훈련의

핵심이다. 즉, 듣고 사보하는 고된 과정을 통하여 재즈와 대중음악의 어휘

들을 언어 배우듯 악보 없이 재현하여 즉흥연주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방

식을 참작하여 피아노 교재의 청음 파트에 들으면서 재즈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장치들을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재즈 스타일과 대중음악 장르의 총체적 흐름 및 특성들

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스타일의 성격과 어법을 파악하

여 피아노 교재 속의 악곡들을 다룰 때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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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and Pedagogical Suggestions on the Jazz

and Popular Music Style Repertoires in Elementary and

Intermediate-Level Piano Series Books

Jazz and popular music that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has had a

lot of influence on classical music. This study focused on jazz and

popular music in particular, and did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on how these styles of music were being used in educational

piano textbooks. For this purpose, the pieces in the ‘Piano Adventures’

and ‘Alfred Premier’ series that use jazz and popular music were

categorized by genre and their traits and characteristics studied so that

a pedagogical implication could be deduced. The review of the history

of jazz and popular music provided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study, which will als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main text.

Based on the study of the jazz and popular music pieces appearing in

‘Adventures’ and ‘Alfred,’ they composed 31.5% and 43.6% of the works,

respectively. A total of 18 genres were observed, and they were as

follows: Negro spirituals (the origin of jazz), Gospel, Cakewalk,

Ragtime, Blues (the mother of jazz and popular music), Boogie-Wo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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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and blues, Rock’n’roll, Rock, Country, Foxtrot, Pop ballad, New

age, Jazz blues, Jazz, Jazz waltz, Punk, and Go-go. In addition, various

jazz and popular music idioms such as tension, upper structure triad,

minor 4, modal interchange, power chord, and Ⅰ-Ⅵm-Ⅳ-Ⅴ , Ⅰ-Ⅵm-

Ⅱm-Ⅴ, Ⅰ-bⅦ-bⅥ-Ⅴ progressions were observ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idioms and styles of

jazz and popular music were being widely used for the effective

understanding of rhythm, harmony, scale, and intervals. They were also

being used as a great tool for improving musical expressions and

imagination. It is crucial that piano instructors and piano majors have

comprehensive knowledge about jazz and popular music and apply it to

their lessons, whether it be as teachers or stude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help for piano instructors and majors

who live in an era that emphasizes fusion and collaboration in different

styles.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재즈의 기원
	1) 재즈의 정의
	2) 흑인 노예의 노래
	3) 블루스의 탄생
	4) 랙타임과 브라스밴드

	2. 재즈의 시대별 변천
	1) 뉴올리언스 재즈와 스토리빌
	2) 뉴올리언스 재즈: 시카고 스타일
	3) 스윙재즈
	4) 비밥 재즈
	5) 쿨 재즈
	6) 마일스 데이비스와 재즈의 혁신

	3. 블루스에서 파생된 장르들
	1) 초기 블루스
	2) 어반 블루스  점프 블루스
	3) 일렉트릭 블루스 시카고 블루스
	4) 리듬 앤 블루스
	5) 로큰롤
	6) 록
	7) 댄스 장르들

	4. 대중음악의 혼종성

	Ⅲ.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악곡 분류 및 분석
	1. 전체 악곡 스타일 분류
	2. 각 스타일별 분석
	1) 흑인영가
	2) 가스펠
	3) 케이크워크
	4) 랙타임
	5) 폭스트롯
	6) 컨트리
	7) 블루스
	8) 부기우기
	9) 리듬 앤 블루스
	10) 로큰롤
	11) 록
	12) 재즈 블루스
	13) 재즈
	14) 재즈 왈츠
	15) 펑크
	16) 고고
	17) 팝 발라드
	18) 뉴 에이지
	19) 부분적으로 사용된 재즈와 대중음악 기법 및 어법


	Ⅳ. 분석과 해석에 기반한 통찰
	Ⅴ. 결론 및 제언


<startpage>21
Ⅰ. 서론 1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2. 선행연구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6
Ⅱ. 이론적 배경 8
  1. 재즈의 기원 8
    1) 재즈의 정의 8
    2) 흑인 노예의 노래 9
    3) 블루스의 탄생 12
    4) 랙타임과 브라스밴드 15
  2. 재즈의 시대별 변천 17
    1) 뉴올리언스 재즈와 스토리빌 17
    2) 뉴올리언스 재즈: 시카고 스타일 18
    3) 스윙재즈 19
    4) 비밥 재즈 21
    5) 쿨 재즈 23
    6) 마일스 데이비스와 재즈의 혁신 24
  3. 블루스에서 파생된 장르들 26
    1) 초기 블루스 27
    2) 어반 블루스  점프 블루스 28
    3) 일렉트릭 블루스 시카고 블루스 29
    4) 리듬 앤 블루스 30
    5) 로큰롤 31
    6) 록 32
    7) 댄스 장르들 33
  4. 대중음악의 혼종성 34
Ⅲ. 재즈와 대중음악 스타일 악곡 분류 및 분석 36
  1. 전체 악곡 스타일 분류 38
  2. 각 스타일별 분석 41
    1) 흑인영가 41
    2) 가스펠 44
    3) 케이크워크 50
    4) 랙타임 52
    5) 폭스트롯 68
    6) 컨트리 72
    7) 블루스 82
    8) 부기우기 96
    9) 리듬 앤 블루스 108
   10) 로큰롤 114
   11) 록 122
   12) 재즈 블루스 128
   13) 재즈 132
   14) 재즈 왈츠 139
   15) 펑크 145
   16) 고고 148
   17) 팝 발라드 152
   18) 뉴 에이지 159
   19) 부분적으로 사용된 재즈와 대중음악 기법 및 어법 164
Ⅳ. 분석과 해석에 기반한 통찰 184
Ⅴ. 결론 및 제언 194
</body>

